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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장애여성 성폭력 관련법과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검토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하였다. 판결문의 분석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연구 방법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장애
인준강간죄에 정신적 장애인이 객체로 포함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1심 판결이 선고
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형사 판결문으로, 양적 분석은 5년 간격을 두어 1심 판
결문 총 257건을, 질적 분석은 전체 기간의 모든 심급의 판결문 740건을 분석하였다. 판
결문에 대한 경험 연구와 문헌 연구를 통하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현황,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판단에 적용되는 법원의 시각을 알아보고
자 하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적용 법조의 비율
에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무죄율이 높아졌다. 적용 법조는 장애인준강간죄 기소가 급감
하고 강간죄, 위계․위력간음죄 등이 증가하였다. 이는 법 개정으로 인한 친고 요건 적용
배제, 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한 법원의 좁은 해석 태도,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의
전반적 상향 등의 영향을 추측하여 볼 수 있다. 법 개정과 성범죄 양형기준의 시행에
따라 선고형도 상승하였으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정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가해자 유형별로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에 더 높은 형이 선고되었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피해는 주로 30대 미만에 대하여 발생하나 30대 이상도 적지 않게
피해자가 되고 있었고, 가해자는 대부분 아는 사람이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유형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무죄 사유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정이 가장 많았
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부정, 위력 또는 최협의 폭행․협박 부정, 피해자의 장애 인식 부
정 등의 사유가 나타났다.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는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의 판단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는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와 가
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의 5
가지 요소이다. 각 요소가 검토되는 빈도나 방식은 판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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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판결문에서는 피해자의 특성과 더불어 그 외의 요소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
향을 보이는 반면 무죄 판결문에서는 피해자의 특성으로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성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중요하게 검토된다. 장애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범죄의 범위를
달리 하는 법체계는 피해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한 법 해석을 촉진한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는 입장에서, 성관계를 원치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적
극적으로 탐색되지 않는다. 그러한 견해에서 범죄의 성립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내용’보다도 저항 능력에 달려 있고, 피해자의 내심의 의사는 저항 능력으로부터 역으
로 추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저항할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
로 무죄가 선고되는 판결이 가능해진다.
다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는 일관성, 구체성 및
명확성,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외부 영향 및 기억
변형 가능성, 무고 가능성의 6가지이다. 신빙성 판단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
다. 법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장애가 중하여 진술 능력에 제한
이 있는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범행의 주요 부분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지적 능력의 한
계 내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면 피고인의 방어권과 형량하여 입증 책임
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고, 피해자의 행동이나 성폭력 상황에 대한 진술이 경험칙에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피해자의 장애가
중하지 않다고 평가되면 신빙성 판단에서 경험칙상 합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원의 ‘경험칙’에 부합할 것이 요청
된다.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으면 허위 진술이나 혼동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경험칙
외의 요소들의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데 법원의 경험칙이 장애여성의 이분
법, 강간신화, ‘일반적 장애 특성’에 기한 또 다른 전형적 상을 토대로 구성된다면, 그에
부합하는 소수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장애여성 성폭력의 처벌이 어려워진다.
법이 전형적인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으로 이해하는 범죄 유형은 장애의 정도가 중하고
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저항할 수 없는 지적장애여성을 간음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대
부분의 성폭력은 장애의 정도가 그보다는 가볍고 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는
여성에 대하여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의 거부는 드러나지 않거나 미약하고, 가해자의 강
제력도 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을 구성하는 것은 피해자의 중한
장애나 성에 대한 무지, 가시적인 강제력만이 아니라, 친밀성의 이용, 가해자에 대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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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의 의존, 신뢰, 권력 관계의 이용,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이나 보호망 부재의 이용,
속임수, 보상, 유인, 위협, 무시, 격리, 심리적 부담의 야기 등과 같은 가해자의 행위들이
기도 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의 규제를 위하여, 법원의 판단 및 법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
였다. 먼저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객체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또한 피해
자의 ‘저항할 수 없음’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성에 대한 이해도 외의 요소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되, 이를 피해자의 장애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애 정도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의 장애가 현저히 중한 경우를 판별하는 목적으로만 축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증언 확보 및 진술 내용의 이해
에 있어 피해자의 장애 및 피해자의 특유한 의사소통적 필요를 충분히 고려할 것이 요
구된다. 더불어 사회통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경험칙’에 각 사건들이 부합하는지 질
문하기에 앞서, 법관의 경험칙을 성폭력의 현실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법제의 개선 방안으로는, 피해자의 목소리 청취 방안과 성폭력 관련법의
정비 방안을 들 수 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의 경험과 의사소통
적 필요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피해자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
며, 그 방안 중 하나로서 진술조력인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장애여성 성
폭력 규제법의 개선으로서, 장애 여부에 따른 적용 법조의 이원화 폐지, 행위별 법조 구
분의 축소, 비동의간음 영역의 범죄화를 제언하였다. 단, 이러한 개정은 성폭력에 대한
남성중심적, 장애차별적 해석을 벗어나고자 하는 법원의 노력이 수반될 때라야 유의미할
수 있다.

주요어 : 성폭력, 장애여성, 장애여성성폭력, 여성주의법학, 여성주의장애학
학 번 : 2008-3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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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장애여성1)은 어디에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였고,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누구
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범죄였다. 범죄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운 성폭력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발생할 때 더욱 은폐되었다. 장애여성에 대한 동정적 시각은 장애여성이 경험하
는 차별과 폭력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보는 태도를 수반한다. 장애를 가진 여성은 장애
를 가진 취약한 존재로서 ‘사회가 보호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장애여
성에 대한 ‘보호’ 전략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다.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하여 법원은
다수의 사건에서 피해를 의심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다. 선고형은 한껏 높아진 법정형보
다 훨씬 낮다. 수많은 가해들은 법망을 피해가고, 처벌되지 않는 범죄들은 장애여성에
대한 ‘보호’를 오히려 약화시킨다.
이 연구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에서 법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장애여성 중 가장 빈번하게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중심으로 하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
는지, 법이 장애여성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구
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을 바라보는
법과 법원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장애를 가진 여성을 지칭하는 말로는 ‘장애여성’ 또는 ‘여성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여사장’, ‘여검사’ 등 성별 중립적이지만 사실상 남성을 지칭하는 ‘사장’, ‘검사’라는 단어에 여성을
덧붙여 해당 집단 내의 예외적 존재로서 여성을 표상하는 것처럼, ‘여성장애인’은 남성으로 대표되
는 장애인 중에서 여성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 논문에
서는 장애를 가진 여성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여성으로서, 장애여성이라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존재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장애여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여성장애인’과 ‘장애
여성’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김은정, “정상성에 도전하는 여성들: 한국 장애여성운동사”, 한국여성
의전화연합 엮음, ｢한국 여성인권운동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404쪽; 김효진, “장애여성운
동의 흐름”, 진보평론, 진보평론 제21호, 2004, 217쪽. 장애여성의 고유한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
논문 제2장 제2절 2. ‘(2) 장애여성의 정체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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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여성 성폭력 실태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최근의 일
이다.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으나 관심은 일회적인 데 그치곤
했다. 장애인 인권 운동 진영에서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주목하였지만, 장애여성에 대
한 성폭력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장애인 시설 내 장애인 인권의 문제, 시설의 운영상
비리 문제를 중심으로 대응하였다. 때문에 장애여성 성폭력이라는 의제가 적극적으로 사
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2) 그러다가 강릉에서 지적장애여성이 초
등학교 6학년 때부터 7년에 걸쳐 마을 남성 7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법원에서 공
소기각으로 마무리되자 2000년 초 28개 단체가 ‘정신지체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공동대
책위원회’를 결성하여 가해자를 고발하는 등 대응활동을 펼치면서 장애여성 성폭력 문제
에 반성폭력 운동의 역량이 결집되었다. 이듬해인 2001년에는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가 개소하여 장애여성 성폭력의 전문 상담이 시작되었다.3)
특히 2010~2011년 기간에는 가해자가 16명에 달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4) 등 관련 사건들이 이슈화되고 언론 보도 빈도가 급증하며 ‘광주 인화학교 사건’
을 다룬 소설과 영화5)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공공의
비난이 집중되는 영역이 되었고, 이에 따라 수사 과정상의 문제나 무죄 판결 또는 낮은
형량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소위 ‘도가니법’6)이는 별칭을 얻으며 통과되기도 하였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 신고의 급격한 증가
2) 김은정, “정상성에 도전하는 여성들”, 1999, 414쪽.
3)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복지 50년사｣, 파주: 양서원, 2006, 276쪽.
4) YTN, “지적장애 여중생 또 집단성폭행”, 2010.8.19.; 오마이뉴스,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했는
데 전원 불구속이라니”: 장애인단체, 대전지검 앞에서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 2010.10.13.; 오
마이뉴스, “경찰 “집단 성폭행 피의자 전원 불구속, 죄송하다”: [국감-행안위] 의원들, 강찬조 대전
경찰청장 질타… 강찬조 청장 “불구속 처리, 상당히 미흡””, 2010.10.19.; 아시아투데이, “장애 여
중생 단체 성폭행한 16명에 솜방망이 처벌 “거의 무죄”: 대전 장애 여중생 성폭행 재판부에 시민
단체 강력 항의”, 2011.2.22.
5) 공지영, ｢도가니｣, 파주: 창비, 2009; 황동혁(감독), ｢도가니｣[영화], 서울: CJ E&M, 2011.
6) 2011.11.17. 일부개정되어 2011.11.17. 시행된 법률 제11088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을 칭한다. 주로 장애인, 13세 미만 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여 이들이 피해자
인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친고 요건 및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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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어졌다. 2008년 장애인 성폭력 발생 건수는 228건이었다가 2012년에는 661건으로
약 3배 정도 급증하였다.7) 상담소에 접수되는 성폭력 상담 건수도 크게 늘었다. 2008년
전국 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 상담은 68,662건인데 그 중 장애인 상담소의 성폭력 상담
은 11,442건으로 16.7%였다. 2012년에는 전국 성폭력 상담소의 성폭력 상담 총 77,099
건 중 장애인 상담소의 상담 건수가 17,928건으로 약 23.3%를 차지함으로써 4년 만에
6.6% 증가하였다.8)
통계적으로 장애여성이 성폭력을 경험할 확률은 비장애여성에 비하여 매우 높다. 미국
에서는 2012년 1,000명 당 성폭력 발생률이 장애인은 3.6명인 반면 비장애인은 0.9명으
로 장애인 피해율이 4배 더 높았다.9) 또한 영국에서 16세 이상의 중한 정신 질환(SMI,
severe mental illness)을 가진 여성의 생애 성폭력 경험률은 62%로 그렇지 않은 여성
(20%)에 비하여 3.1배에 이르며, 1년간의 성폭력 경험률은 중한 정신 질환이 있는 여성
이 9.8%로, 그렇지 않은 여성(3%)에 비해 3.3배 더 높았다.10)
장애인 중에서 주된 성폭력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여성 중에서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6.8%11)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애
인 성폭력 상담의 피해자 유형 중에서 지적장애인의 비율은 63.3~79.1% 수준12)으로 가
장 높게 나타나며, 장애인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83.1%에서 피해자에게 지
적장애가 있었다.13) Sobsey(1994) 또한 지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하여 4~10배 정도
7) 황정임, 윤덕경, 이미정 외,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2013, 39쪽.
8) 황정임, 윤덕경, 이미정 외,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3, 57~58쪽.
9) Erika Harrell, “Crime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9–2012: Statistical Tables”, U.S.
Department of Justice, 2014, p.4.
10) Bridget Pettitt, Sian Greenhead and Hind Khalifeh et al., At risk, yet dismissed: the criminal victimisation of people with mental health problems, United Kingdom: Victim Support,
Mind, 2013, p.19.
11) 2013년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여성의 수는 1,047,506명이고 그 중 지적장
애인은 70,873명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장애인통계｣,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
단 고용개발원, 2014, 32쪽.
12) 2008~2013년 기간의 수치이다. 2013년은 72.7%였다.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2012
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2013, 4쪽;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 ｢
2013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실적 보고｣, 2014, 5쪽.
13) 2013년 선고된 장애여성에 대한 간음 및 강간 사건 1심 판결 중 지적장애여성이 피해자인 사건
의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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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경험이 더 많다고 보고한 바 있다.14)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정서적 결핍(emotional deprivation), 사회적 고립, 돌봄제공자와의 의존적 관계, 무력감, 폭력에 대한 무지, 억압된
섹슈얼리티, 강제나 유인, 매수에 이끌리기 쉽다는 점 등이 지적된다.15) 지적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인에 비하여 성경험이 더 적고 성교육의 기회는 거의 없으며 성적 지식 수
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16) 또한 혼인율이 낮고 혼인 연령은 높은 편이다. 지적
장애인의 미혼율은 76.1%로 장애인 중에서 자폐성장애인(10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
고17) 평균 혼인 연령은 27.3세로 장애 유형 중 안면장애인(27.5세) 다음으로 높다.18) 지
적장애여성의 사회적 고립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욕구를 강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기주장을 하거나 협상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킨다. 장애차별적 사회에서 지적장애여성
이 돌봄제공자에 대하여 약자의 지위에 놓인다는 점뿐 아니라 타인에 대하여 거부보다
는 순응하도록 사회화된다는 점도 이러한 취약성을 강화한다.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더 높지만, 신고율은 반대의 양상을 보
인다. 해외의 연구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은 5건 중 1건의 비율로
신고되는 반면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30건 중 1건 정도만이 신고되는 것으로 보고
된다.19)20) 우리나라는 전체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의 6.6%, 심한 성추행 사건의 5.3%
14) Richard Sobsey, Violence and Abuse in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End of
Silent Acceptance?, 1994, Baltimore: Paul H. Brookes Publishing. Michael Gill, “Rethinking
Sexual Abuse, Questions of Consent, and Intellectual Disability”, Sexuality Research and
Social Policy 7(3), 2010, p.203에서 재인용.
15) Jennifer Keilty and Georgina Connelly, “Making a Statement: An Exploratory Study of
Barriers Facing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en Making a Statement about
Sexual Assault to the Police”, Disability & Society 16(2), 2010, pp.273~274.
16) Marita P. McCabe, “Sexual Knowledge, Experience and Feelings Among People with
Disability”, Sexuality and Disability 17(2), 1999.
17)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외,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322쪽.
18)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외,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4, 323쪽.
19)

James, S. K., “Sexual Abuse of the Handicapped”, Paper presented at
Deaf/Blind/Multi-handicapped Conference, Austin, Texas, 1988. Deborah Tharinger,
Connie B. Horton and Susan Millea,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Adults with Mental Retardation and Other Handicaps”, Child Abuse and Neglect 14, 1990,
p.304에서 재인용.

20) 미국의 경우 성폭력 신고율은 2004년 29.3%, 2012년 28.2%, 2013년 34.8%로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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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만이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21) 전반적인 성폭력의 신고율이 매우 낮은데, 외
국의 사례를 볼 때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은 그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여성과 장애라는 정체성의 중첩으로 인해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이나 비장애여성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설명처럼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종종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취약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된다. 여성 중에서도 성폭력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 있
다고 여겨지는데, 대표적으로 장애인과 아동이 그러하다. 장애여성은 성폭력에 대한 인
식과 스스로에 대한 방어 능력이 부족하고 쉽게 제압되며 피해를 신고할 능력도 부족하
기 때문에 더 쉽게 성폭력의 표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
라의 성폭력 관련법은 장애인과 아동에 대한 성폭력의 범죄 성립 요건을 완화하여 폭
행·협박, 기타 강제력 등의 수단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 범죄가 성립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22)

Jennifer L. Truman and Lynn Langton, “Criminal Victimization, 2013”(Revised 2014.9.19.),
U.S. Department of Justice, 2014, p.7.
21) 황정임, 윤덕경, 이미정 외,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3, 150쪽.
22) 일례로 독일 형법은 정신적, 심리적 질병이나 중독과 관련된 장애 또는 심한 의식장애로 항거불
능이거나 신체적으로 항거불능인 타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타인에 대하여 성적 행동을 하
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성적 행동을 하게 한 때에는 6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
하도록 하여(§179), 별다른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타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처해 있음을 이
용하여 성적 행동을 하였다면 처벌한다. 미국은 주마다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대체로 장애를 이
용한 성관계를 일반적 성폭력 범죄와 구분한다. Pennsylvania주 형법은 동의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강간의 정의에 포함하며 강제력이나 협박을 사용한 강간과
마찬가지로 1급 중죄로 분류한다.(§3121(a)(5)) Texas주 형법 또한 타인이 정신적인 질병이나 결함
의 결과로 성폭력 당시 행위의 성질을 평가하거나 그것에 저항할 수 없음을 알고 타인의 동의 없
이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폭행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성폭력(sexual assault)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한다.(§22.011(b)(4)) 오스트리아 형법도 항거불능자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의미를 인식하거나 그에 따라 행동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한 경우를 처벌하
는 조항을 두고 있다.(§205①) 아일랜드의 1993 성폭력처벌법(Criminal Law (Sexual Offences)
Act 1993)은 혼인관계를 제외하고, ‘독립적 생활을 할 수 없거나 심각한 착취를 경계할 수 없도록
할 정도 또는 그러한 성질을 가진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과의 성관계’를 불법으로 본다.
Ireland, National Disability Authority, “Capacity to Consent to Sexu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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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
(1) 장애의 법적 정의
장애인 성폭력 처벌 관련법을 살펴보기 전에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서 객체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재판에서 장애의 정의는 다른 법에서
의 장애 정의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법원이 성폭력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장애의 종류, 등급 등을 정한 법규정은 상당한 영향을 준다.23)
우리 법에서 장애의 정의는 대부분 <장애인복지법>24) 상의 정의를 따른다. 장애인 성
폭력 사건의 재판에서도 장애인복지법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와 등급 정의를 인용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2①)를 말한다.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복지 지원보다는 차별 금지에 목적이
있으므로 장애인 여부 판단의 용이성보다는 차별이 발생하는 다양한 양상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장애를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25) 그러나 동법에서 장애란 “신체
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2①)로 장애인복지법의 정의와 대동소이하게 규정되어 있다.26)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유형 분류는 주로 의료 지원 및 복지 지원에서 수혜 대상의 범
위를 정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27)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정신적 장애와 신체적 장애
로 구분한다.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하며,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2②) 정
신적 장애로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를 통칭

23) 자세한 내용은 이 논문 제4장에서 후술한다.
24)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1977호, 2013.7.30., 일부개정, 시행 2013.10.31.)
25) 박종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와 개정방안”,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88
호, 2014, 38쪽.
2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장애 정의에 대한 논의로는 남찬섭, “사회적 모
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정의의 수정을 위하여”, 한국사회
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2호, 2009.
27) 유재연, 윤희봉, 임경원 외, ｢특수교육의 이해｣,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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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28)은 장애인의 종류와 기준을 마련하고 동법 시행규칙29)에서
장애의 종류별로 등급을 구분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장애를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
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의 15종으로 분류한다. 보
건복지부의 장애 등급 판정 기준에 따른 장애 분류는 <표 1-1>과 같다.
<표 1-1> 장애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외부

세분류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신체적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간장애

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정신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간질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질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발달장애
자폐성장애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분열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30)

28)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타법개정, 시행 2015.1.1.)
29)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1.5., 타법개정, 시행 20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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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인 지적장애인31)의 정의와 진단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한
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적장애인이란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
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동법 시행령 별표 1)으로 정의되며, 1~3급으로 구분된다. <표 1-2>
는 지적장애인의 장애 등급별 정의를 보여준다.
<표 1-2> 지적장애인의 장애 등급
등급

내용

1급

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
저하게 곤란하여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급

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시
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
이 필요하지 아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급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
이 가능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30)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3-174호, 2013.11.27., 일부개정, 시행 2013.11.27.)
31) 과거에는 ‘지적장애’ 대신 ‘정신지체(遲滯)’라는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 법령에서도 ‘정신
지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2007.10.15. 개정에서, 시행규칙은
2007.12.28. 개정에서 ‘지적장애’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정신‘지체’라는 표현으로 인하여 지적장애
는 종종 ‘지체장애’와 혼동된다. 지체(肢體)장애는 신체적 장애의 일종으로 팔, 다리, 몸통 기능에
영속적 장애가 있거나 손가락, 손, 발가락, 발, 다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었거나 “왜소증으로 키
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것, 기타 지체에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
다.(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1) 지적장애에 대하여 권위 있는 국제적 학회로 평가받는 미국 지
적 및 발달장애학회(American Association on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에
서도 2007년부터 ‘정신지체(mental retardation)’를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ies)’로 변경하
였다. 1876년에 창립된 이 학회의 명칭은 본래 미국정신지체학회(AAMR)였다. 박승희, 장혜성, 나
수현 외, ｢장애관련종사자의 특수교육 입문: 특수교육보조원을 위한 지침서｣, 서울: 학지사, 2007,
80쪽. 정신의학적 진단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국 정신의학 협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의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서도 2013년에 발간된 DSM-5부터 지적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우리 법에
서는 아직 용어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보다 뒤에 개정된 <장애
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12127호, 2013.12.30., 일부개정, 시행 2013.12.30.)은 특수교육
대상자에 ‘정신지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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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지능지수, 일상생활 능력이 있는지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지,
교육․훈련을 통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직업활동이 가능한지 등이다. 좀 더 상세한
판정 절차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설명하고 있다. <표 1-3>과 같이
지적장애는 기본적으로 지능지수에 따라 판정하되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판정 가
능 연령은 만 2세 이상이며 성인이 된 후에 발생한 지적장애도 판정할 수 있다.
<표 1-3> 지적장애 등급 판정 기준
(1) 지적장애는 웩슬러 지능검사 등 개인용 지능검사를 실시하여 얻은 지능지수(IQ)에 따

라 판정하며, 사회성숙도 검사를 참조한다. 지능지수는 언어성 지능지수와 동작성 지능지
수를 종합한 전체 검사 지능지수를 말하며, 전체 지능지수가 연령별 최저득점으로 1급 또
는 2급에 해당하는지의 판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GAS 및 비언어적 지능검사도구(시각-운
동통합발달검사:VMI,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추가 시행하고, 검사내용, 검사결과에 대한
상세한 소견을 제출한다.
(2) 만 2세 이상부터 장애판정을 하며, 유아가 너무 어려서 상기의 표준화된 검사가 불가
능할 경우 바인랜드(Vineland) 사회성숙도검사, 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 또는 발달검사를
시행하여 산출된 적응지수나 발달지수를 지능지수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판정한다.
(3) 뇌 손상, 뇌 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성인이 된 후 지능저하가 온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근거하여 지적장애에 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단, 노인성 치매는 제외한다.
보건복지부, <장애등급판정기준>

활동보조, 장애수당 및 연금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혜택을 수령하기 위해서
는 장애인 등록을 하고 장애 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장애인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에 장
애인이 등록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판정을 거쳐 장애 종류와 등급이 표기된
장애인등록증을 교부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32)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등록률은 91.7%, 지적장애인의 등록률은 86.1%로 지적장애인의 등록률이
5.6% 낮게 나타났다.33) 등록 절차와 방법을 몰라서, 등록해도 별 소용이 없을 것 같아
서, 등록 과정이 번거로워서, 남에게 장애인임을 알리기 싫어서 등의 사유로 장애인 등
록을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사례도 드물지 않다.34)
32) 종래에는 장애인이 전문의에게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진단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별
도의 등급 심사 없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였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등급 판정의 객관성 담보를
이유로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등급을 위탁 심사하게 되었다. 김명수, “장애판정제도에 따른 복지
서비스에 관한 법적 고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제14권 제1호, 2013, 252쪽.
33)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외,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4,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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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성폭력 처벌 규정의 변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특별법에서 규율되기 시작한 것은 1994년 <성폭력범죄
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동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피해
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299조 준강
간죄로, 심신미약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2
조 심신미약자간음죄로 규율할 수 있었다.35) 두 조항은 모두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
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었다.
1994년 제정된 특별법은 신체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
를 간음한 경우 형법상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는 장애인준강간죄 조항을 신설하였다. 객
체를 신체적 장애인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었던 여
성에 대한 범죄가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6년에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에 대한 성폭력이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의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형법의 보장
적 기능, 명확성,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원칙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
용촉진등에관한법률>이 장애인을 신체적 장애인과 정신적 장애인으로 구별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정신적 장애인은 장애인준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36) 이후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1997.8.22. 개정에서 장애인준강
간죄에 정신적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 행위가 추가된 것이다. 그리고 동법
이 2010.4.15. 성폭력처벌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면
서 장애인준강간죄 조항은 성폭력처벌법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 2011.11.17. 성폭력처벌법 개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조항이 세분된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방식을 빌려
온 것이었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간음 등을 성폭력처벌법에 추
가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강간, 위계․위력간음, 준강간으로 단계화되었
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과 위계․위력간음이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면서 친고 요건이 배
제되었다. 법정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을 무기징역
34)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외,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4, 575쪽.
35) 이하에서는 서술의 편의상 추행을 제외하고 간음 및 강간 범죄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36) 서울지방법원 1996.10.31. 선고, 96고합77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12.3. 선고, 96노2693 판결;
대법원 1998.4.10. 선고, 97도3392 판결.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되어 1심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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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주요 특별법 조항의 연혁
법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주요

제8조 (장애인에 대한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

조항

간음등) 신체장애 또
는 정신상의 장애로

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

있음을 이용하여 여
자를 간음하거나 사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
상의 징역에 처한다.

람에 대하여 추행한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

자는 형법 제297조(강
간) 또는 제298조(강

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
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

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
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제추행)에 정한 형으

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로 처벌한다.

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
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

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한

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
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처한다.
개정일

1997.8.22.

2011.11.17.

2012.12.18.

시행일

1998.1.1.

2011.11.17.

2013.6.19.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두어 아동․청소년강간보다 더 높은 형량을 적용하였다. 또한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가 형법상 심신미약자간음죄의 특별법 조항으로 신설되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정형이 상향조정되었다.
더불어 이때의 개정에서 장애인준강간죄의 문언 수정이 있었다. 이전까지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한 사람이라고
하여 피해자가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명시하고 있었
다. 그런데 이 조항을 법원에서 매우 좁게 해석하면서 ‘항거불능’ 요건이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항거
불능’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장애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도록 하자는 법 개정안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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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건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37) 2011.11.17. 개정은 ‘항거불능’ 문구 삭제 안을 비
롯하여 장애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9건의 개정안을 통합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개정
법 제6조 제4항 장애인준강간죄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 수정되었다.

2011년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항거불능’이라는 요건을 삭제한 것처럼 보여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적용이 좀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기도 하였다. 하지만 개정법
이 준용하고 있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말한다. 결국 개정법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사람의 심신상실 또
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거불능’ 요건은
삭제된 것이 아니었다.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을 좁게 해석하였던 과거의 대법원 판례38)가 장애인준강
간죄와 형법상 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의 의미39)를 동일한 것으로 보는 입장을 취하였던
점에서, 2011년 개정은 마치 그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좁은 해석론을 입법적으로 승인
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
어서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은 적어도 심신상실 정도를 의미한다.40) 때문에 준강간죄를
준용한 개정 장애인준강간죄 역시 심신상실 수준의 항거불능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
마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에 법 개정의 영향은 드러나지 않았다.41)
장애인 성폭력 범죄 조항이 현행법과 같은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2012.12.18. 개정에
서이다. 장애인준강간죄는 형법상 준강간죄를 준용하던 규정을 폐기하고 다시 그 이전과
같이 ‘항거불능’이라는 문구를 회복하였다. 다만 항거불능 외에 ‘항거곤란’ 상태를 추가
37) 조윤선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
호 1801004, 제안일 2008.9.24.;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
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09615, 제안일 2010.10.20.; 김학재 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813516, 제안일 2011.10.19. 등. 2005
년, 2009년 등 과거전에도 이와 같은 방향의 개정안 발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
38)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5322 판결.
39) 대법원 2000.5.26. 선고, 98도3257 판결.
40) 하태훈,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와 성폭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의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49권, 2007, 245쪽.
41) 하급심 판결인 2012고합392 판결에서도 동 개정이 법 내용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한 바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3.8.23. 선고, 2012고합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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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항거불능의 협소한 해석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같은 날 개정된 형법
이 강간죄의 객체에 남성을 포함하면서, 장애인준강간죄도 객체를 ‘신체적인 또는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남성에 대한 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 가능하게 되었다.

(3) 성폭력 범죄의 주요 조항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 및 연령, 행위수단에 따라 구분되어 있다. 이하에
서는 2015년 7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기준으로 성폭력 범죄의 주요 조항과 장애인
에 대한 성폭력 범죄 조항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성폭력 범죄의 기본 조항은 강간죄(형법 §297)이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사람을 강간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을 때에는
장애인강간죄(성폭력처벌법 §6①)가 적용된다. 판례에서 강간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
협박은 최협의42) 폭행·협박으로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강간하였어야 한다.43) 폭행과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 여부는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4)
다음으로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간음으로는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죄45)(형법

42) 우리 형법에서 폭행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는 것이 통설이다.
구분

내용

해당 범죄

최협의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협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광의

사람에 대한 직간접의 유형력

강간죄, 강도죄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최광의 사람에 대한 것이든 물건에 대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유형력

소요죄, 다중불해산죄

오영근, “형법상 폭행의 개념”,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8집, 1995, 126~127쪽. 다만 강간죄
와 강도죄의 폭행의 정도는 동일하지 않다.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강도죄는 상대방의 항거를 불
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하지만 강간죄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면 족하다.
43) 최협의 폭행·협박설의 판례 경향과 비판 및 대안은 제2장 제1절 2. ‘(3) 강제력 및 동의 요건의
문제’에서 후술한다.
44) 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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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성폭력 범죄의 주요 조항
객체

폭행,
협박으로

전체

장애인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

성폭력처벌법 제6조 ① 신체적인 또는

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
역에 처한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

강간

위계,
위력으로
간음

한다.

형법 제303조 ① 업무, 고용 기타 관

성폭력처벌법 제6조 ⑤ 위계(僞計) 또는

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

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
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

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
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행
위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 ④ 신체적인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

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
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
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용한

형법 제303조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
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① 19세 이상의

간음 또는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간음만으로

한다.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
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형법 제305조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

유기징역에 처한다.

항거불능을

범죄 성립

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
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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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성폭력처벌법 §6⑤), 피보호감독자간음죄(§303①) 등을 들
수 있다. ‘위력(威力)’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 무형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
까지 포함한다.46)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력으로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
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
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47) ‘위계(僞計)’에 의한 간음이란 행위
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不知)를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간
음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 행위 자체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48)
심신미약자간음죄의 객체인 ‘심신미약자’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49)를 말하므로,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심신미약 상
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하였다면 형법 제302조의 심신미
약자간음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장애인위력간음죄의 신설 이후에는 특별법인 장애인위력
간음죄가 적용된다.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은 피해자가 비장애 성인인 때에는 제한
적으로만 범죄가 된다. 피해자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행위자의 보호 또는 감
독을 받는 사람인 경우라야 하며, 보호, 감독 관계가 없는 때에는 위계 또는 위력을 사
용한 간음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업무라 함은 공적 업무에만 제한되지 않고
개인적인 업무를 포함한다.50) ‘기타 관계’는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를 의미
하며, 그 원인은 묻지 않는다.
이상의 범죄들은 폭행, 협박 또는 위계, 위력이라고 하는 행위수단을 이용하여 간음하
였을 것을 요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단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는 때에는 간음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게 된다. 먼저 형

45) 이하에서는 맥락에 따라 심신미약자간음죄 또는 심신미약자위력간음죄로 약칭한다.
46) 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506 판결.
47)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4069판결
48)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도8423 판결.
49) 조준현, ｢형법각론｣, 2002, 142쪽.
50) 이재상, ｢형법각론｣ 제7판, 서울: 박영사, 2010, 1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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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준강간죄(§299)를 두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한다.
심신상실이라 함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
한다. 피해자가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
여 간음한 때에는 장애인준강간죄(성폭력처벌법 §6④)가 성립된다. 피해자는 장애로 인
하여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상태에 있었어야 하며, 행위자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어야 한다.
그 외에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피구금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피
구금자간음죄(§303②),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13세미만의제강간죄(§305)가 성
립한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또는 정
신적 장애로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연나이51)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때
에는 간음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단 행위자의 연령은 19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
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때에도 같다.(청소년성보호법 §8
①)

위 범죄들 중에서 형법상의 범죄인 강간죄, 미성년자․심신미약자간음죄, 피보호감독자
간음죄, 준강간죄, 피구금자간음죄, 13세미만의제강간죄는 모두 2012.12.18. 형법 개정
전까지 친고죄였기 때문에 동 개정법의 시행일인 2013.6.19. 이전에 발생한 범죄는 고소
권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의 유지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고소인인
피해자가 재판 도중에 고소를 취소하면 심리는 중단되고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취약한’ 피해자에 대
한 성폭력 범죄라는 주제에서 주로 조명을 받은 피해자 집단은 장애인보다는 아동이었
다. 아동 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 아동학, 유아교육학, 심리학, 의학 등의 분
야에서 발생 실태, 성폭력의 원인과 영향, 증상,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및 평가, 가해자
관련 연구 등이 이루어졌으며, 법학 분야에서도 피해자 보호 및 법적 지원, 피해아동의
진술 평가, 아동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과 치료 및 재범 억제 등의 주제가 논의되어왔다.
51) 출생일이 아닌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계산법이다.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는 청소
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에서 제외한다. (청소년성보호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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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비하여 장애인 성폭력 분야는 사회복지학, 특수교육학, 심리학 등의 영역에서 행
해진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과 실태 및 피해자 지원, 성폭력 예방 대책 및 프로그램, 장
애인 성폭력 상담 및 피해자 심리치료 등 주로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그
외에 지적장애여성 피해자를 중심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소수의 경험 연구52)가
있다. 법학 분야에서는 범죄의 입증을 위한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서 장애인 피해자의 진
술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 장애인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특별법 조항과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이며, 2011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법을 평가하는 몇 건의 연구가 수
행되었다.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지원을 위한 연구는 종래에는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
한 독자적 연구보다는 장애인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적장애인과 아동의 유사성
을 전제로 하여 아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구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논의를 수반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53) 점차로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독자적인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세부 주제로는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특성,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진
술을 지원하는 진술조력인 제도, 기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개선점 등에 관한 연구
가 있다.
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지적장애여성의 경험을 살피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적장애여성이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고 성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삶
의 경험과 조건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지적장애여성들을 심
52) 곽민영, ｢정신지체여성의 성폭력 생존 경험에 대한 연구: 지속적인 성폭력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07; 홍정련,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
성의 삶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14; 문현
주,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미간
행), 2015.
53) 이는 2000년대 들어 급증한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책이 아동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
으로 하는 정책에서 시작되어 장애인 피해자 또는 비장애 성인 피해자에게로 확대되는 양상을 띤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및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의학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위하여 2004년부터 시작된 해바라기아동센터는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
하고 있었지만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동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성폭력 피해자에
게 변호사의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피해자의 변호사 제도 또한 애초에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어 청소년성보호법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률조력인 제도라는 형태로 처음 시행되었다가 추후 법 개정을 통해 동 제도가 성폭력처벌법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모든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 “성폭력 피
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 여성정책심의위원회 보고자료(미간행), 2011; 원혜욱, ｢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한 법률조력인 제도 도입방안｣, 과천: 법무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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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면접한 곽민영(2007), 홍정련(2014), 문현주(2015) 등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성장기에 돌
봄이나 교육을 적절히 받지 못하거나 또래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보다는 따돌림
당하고 소외되었던 경험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성인이 되어서도 비장애인에 비하여 타
인과의 교류 기회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서툴고 친밀한 관계에 애착을 나타내
거나, 상대방의 태도를 보이는 그대로 수용하게 되기도 한다. 가해자가 성관계를 목적으
로 지적장애여성에게 접근하는 경우 지적장애여성이 그 의도를 간파하고 대응하기는 어
렵다고 한다. 가해자의 숨은 의도를 예상하기보다는 말하는 그대로를 믿기 때문에 특히
가해자가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 유인은 더 쉬워졌다. 실제
로 대부분의 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였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가해자들은 성폭력 당시와 성폭력 이후 피해여성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었는데 별다른
물리적 강제력 없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갖고, 말하지 말라는 지시만으
로도 오랫동안 비밀이 지켜졌다. 물리적 강제력이나 협박, 감시, 돈이나 음식 등을 통한
매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피해여성이 보복의 두려움 때문에 주변에 알리지 못하기도
했다. 또한 성폭력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알릴 사람이 없어서, 주변에
알려봐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기도 하는데, ‘달라질 것
이 없다’는 판단은 실제로도 그러했다. 주변에 알렸지만 관심이 없거나 적극적으로 개입
하지 않고,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이 피해 주장을 신뢰하지 않거나 성폭력보다는 지적장
애를 문제로 바라보았다. 주변의 지지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지적장애여성에 대
한 성폭력을 더욱 수월하게 하는 조건이 되고, 피해는 지속되었다.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 경험에 대한 연구는 대개 심층면접의 방법으로 이루어지
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장애 정도가 가벼운
지적장애인의 경험을 보여주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들은 성적 접근에 쉽
게 유인되고 가해자에 의하여 별다른 강제력 없이도 통제되며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험을 보고하고 있다. 지적장애의 정도가 중증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폭력에 저항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비장애 성인 여성 성폭력의 성립
에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을 요구하는 법체계에서, 지적장애가
중증이 아닌 여성의 ‘저항할 수 없음’을 이해하는 법원의 태도는 인색하다. 장애여성 성
폭력 범죄의 주요 조항인 장애인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을 것을 요구하는데, 성폭력처벌법 제정 이래로 ‘항거불능’ 요건은 장애여성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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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보다는 보호에서 배제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한 법학 연구는 ‘항거불능’ 요건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이
중심이 되었다. ‘항거불능’ 요건에 대한 해석론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대법원 판결은
2003도5322 판결54)과 2005도2994 판결55)이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항거불능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대법원의 2003도5322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에 섰다. 피해자의 장애 자
체가 중할 것을 요구하는 해석 태도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여성을 성폭력에서 보호한다’
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에 비하여 피해자의 장애 정도뿐 아니라 피해
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 정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식이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할 것을 요한 2005도2994 판결의 태도가 더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장애인준강간죄의 해석론과 입법
론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해석론으로는,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저
항을 하였지만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는 물리력을 행사하였거나 협박을 한 경우에도 장
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으로써 결과적으로 장애여성에 대한 비동의간음죄가
인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56), 심신미약자간음죄의 위계, 위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
례에서 가벌성의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거불능을 최협의 폭행, 협박에 의한 저항의
현저한 곤란 수준이 아닌 강요에 준하는 정도면 인정하는 완화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견
해57) 등 항거불능 요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좀 더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완화된 해석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규정을 정비할 필요 또한 제기
되었다. 입법론적으로는 장애의 개념 속에 이미 판단 능력의 결여, 저항이나 반항의 결
여 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고 장애를 이용
한 간음을 강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며 심신미약자간음죄를 삭제하는 방법58), 역시

54)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5322 판결. 동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이 논문 제4장 제1절 ‘2.대법
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단 요소’ 참조.
55) 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동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이 논문 제4장 제1절 ‘2.대법
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단 요소’ 참조.
56) 하태훈, “준강간죄(형법 제299조)와 성폭법 제8조의 ‘항거불능’의 의미”, 2007.
57) 김재윤,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형사법적 보호에 관한 고찰: 성폭력특별법 제8조와 독일
형법 제179조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법조협회, 법조 제58권 제2호, 2009.
58) 박미숙,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보호”,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
사판례연구 제17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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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요건을 삭제하되 장애인준강간죄와 심신미약자간음죄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법59), 항거불능을 성적 행위 의미 이해 또는 동의 능력 결여로 바
꾸고 ‘항거능력의 미약’을 이용한 간음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방법60), 피해자의 장애 정
도에 따라 장애인준강간죄 조항을 구분하고 법정형도 나누는 방법61) 등이 제안된 바 있
다. 마지막 제안은 현행법이 취하고 있는 체계와 유사하다. 이상의 제안들은 모두 장애
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이 장애가 중하다고 평가되지 못하는 여성들을 객체에 포섭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원의 해석을 비판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 법학 연구들은 법원의 해석 태도가 장
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문의
방향과 일치한다. 다만 선행연구들은 다른 형사범죄에 대한 통상의 법학 연구가 취하는
방식과 같이 해석법학적 방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소수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
분석에 그쳤다. 때문에 구체적 사건의 양상들은 잘 드러나지 않고 실제 하급심 법원의
‘좁은’ 또는 ‘완화된’ 해석의 논리나 전제, 장애와 장애여성 성폭력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 장애여성의 경험과 법원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지점 등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하였
다.

제3절 연구 목표
이 논문은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과 법원의 태도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의 형사 판결문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진행
할 것이다. 형사 판결문의 경험 연구는 판결의 태도만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정보도 보
여준다. 판결문을 통하여 기소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장
애여성 성폭력 처벌 관련법의 태도 및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전형성과 비
교함으로써 법 및 법적 판단과 실제 사건들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판결의 현
59) 염형국, “성폭법 제8조 ‘항거불능’에 대한 판결 비평”,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
원 판/례/바/꾸/기/운/동 열한번째 자료집 “최협의설” 비판(11)｣, 2007, 40~42쪽.
60) 조국현, ｢정신지체 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형사법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2006, 66쪽.
61) 김혜정,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제14권,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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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과 판결 동향의 분석을 통하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처벌의 실태를 파악할 것
이다.
판결문의 경험적 연구를 통한 법원 판단의 분석은,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이 처벌되지
못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법원의 ‘좁은’ 해석의 구체적인 논리를 살펴,
비판의 지점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범
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유를 구성하는 주요 판단 요소들을 판결문의 질적 연구를 통
하여 분석하고 무죄와 유죄의 논리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필 것이다. 더불어 지적장
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이 비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과 연속선 상에 있고,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시각 및 규제법 체계가 전체 성폭력에 대한 시각 및 규제
법 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전
체 성폭력 처벌 법체계와 사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찾는 단초를 마련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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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 방법

제1절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법학의 이해
1. 성폭력의 본질
(1) 섹슈얼리티와 성폭력
섹슈얼리티(Sexuality)62)는 19세기 이후 등장한 용어로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 섹스
(sex)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63)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성적 실천”64), “성적 욕망, 실천들,
정체성을 포함하며 때때로 여성 또는 남성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의식을 포함하기
도” 하는, “주로 성적인 중요성을 갖는 개인적․사회적 삶의 측면들에 대한 개념”65), “성
과 관련된 생각, 성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규범, 성적 지향(성정체성) 등을 의미하는 성
과 관계된 포괄적이고 관계적인 개념”66) 등으로 정의된다. 즉 섹슈얼리티는 성적 실천
과 성적 욕망, 성정체성, 성적 지향, 성에 대한 사회적 제도 및 규범 등을 포함하는 포
괄적인 개념으로서 사용하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에서 섹슈얼리티가 정치적 의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이
다. 가장 먼저 여성주의의 주목을 받은 것은 섹슈얼리티의 위험성이었다.67) 1983년에
<여성의전화>, 1991년에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이 문을 열고 활동을 시작하면서 아내
62) 섹슈얼리티는 영문 발음대로 ‘섹슈얼리티’라고 쓰기도 하고 ‘성’, ‘성성’ 등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 넓은 개념으로 인해 우리말 번역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하에서 섹슈얼리티
는 ‘성’, ‘섹슈얼리티’를 혼용하였다.
63) 장필화, ｢여성, 몸, 성｣, 서울: 또하나의문화, 1999, 20쪽.
64) 조영미,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서울: 도
서출판 동녘, 1999, 24쪽.
65) 변혜정, “성폭력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서울: 도서출
판 동녘, 1999, 277쪽.
66) 조심선희, “섹슈얼리티”, 도서출판 여이연, 여/성이론 제14호, 2006, 229쪽.
67) 조주현, “섹슈얼리티를 통해 본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 주체의 성격”,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
리티 강의｣, 서울: 도서출판 동녘, 1999,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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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성폭력 등 널리 만연해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제기되었고 뒤이어 <성폭
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1994),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1998)이 제정되었다. 여성운동단체와 연구자들은 섹슈얼리티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기제로 사용되어왔다고 보았다. 여성에 대한 폭력 중에서 강
간의 문제가 먼저 법제화되고 섹슈얼리티 논의의 주된 의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전통
적 보수주의의 이해와 공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통적 담론은 여성의 성적 순결을
요구하였고 순결을 침해하는 성폭력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68)
우리 사회에서 여성은 전통적으로 순결과 정절을 요구받아왔다. 유교적 도덕주의 관점
에서 인간의 성은 종의 재생산이라는 차원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었고, 성은 남성과
여성의 상호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가부장적 남성의 행위였다.69) 여성
의 성은 혼인 중의 성, 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성만이 정당화되었다. 하지만 남성은 비
공식적으로 또는 합법적으로 축첩, 성매매 등을 통하여 성적 자유를 누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등장한 성해방 담론은 자유로운 성적 표현을 인간 해방의 지름길
이라고 주장하였다. 성해방 담론은 혼인과 성을 분리하고, 여성의 성적 욕망을 인정하고
순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70) 그러나 기존의 이중적인 성적
관행과 성 불평등이 유지되는 가운데에서의 성해방은 여성에게 모순되고 이중적인 역할
의 요구를 강화한다. 이제 여성은 성적 욕망이 있는 존재로 인정될 수 있지만 동시에
‘쉬운 여자’, ‘헤픈 여자’로 보여서는 안 되며, 상대 남성에게 또는 혼인관계 내에서 정절
을 지킬 것이 여전히 요청된다. 미혼의 여성들은 자유로운 욕망을 표현할 자유를 획득한
듯 보이지만, 혼인과 가족관계에 대한 전통적 관념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실천에 영향
을 미친다. 성적으로 ‘해방된’ 미혼의 젊은 여성은 일부일처제에 충실한 아내로 편입될
것을 요구받는다.71) 미혼 여성이 혼인에 이르기까지 처녀성을 지켜야 한다는 관념은 과

68) 때문에 전통적 담론이 이해할 수 있는 성폭력만이 성폭력으로서 반대되었다. 예컨대 아내강간은
전통적 담론에서 성폭력에 포함될 수 없는 개념으로, 법은 오랫동안 아내강간에 대해 침묵을 지켰
다.
69) 강명관, “조선시대의 성담론과 性”, 한국한문학회, 한국한문학연구 제42권, 2008, 11~21쪽.
70) 조영미,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1999, 30~32쪽.
71) ‘혼전순결’은 이제 미디어에서 희화화되는 표현이 되었지만, 남성들은 여전히 성경험 없는 여성과
의 결혼을 기대한다. 2013년 한 결혼정보회사의 미혼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남성의 63.2%가 배
우자감은 혼전 성경험이 없어야 한다고 답하였다. 결혼 상대가 성경험이 없다고 할 때, 남성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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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비하여 상당히 약화되었으나, 그것이 남성과 여성의 섹슈얼리티 실천을 동일하게
이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남성은 다수의 성경험을 통하여 남성성을 과시하지만, 여성에게 여러 남성과의 성경험
이란 어떤 남성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72) 어떤 여성이 자유로운 성적 존
재라는 점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접근 가능성을 높인다. 성차별적 사회에서 여성이 성적
존재가 되는 것은 주체적으로 욕망을 표현하고 추구할 수 있는 성적 주체가 된다는 것
이 아니라 남성의 성적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73)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를 여
성의 성적 욕망에 대한 인정으로 이해하는 사회에서는 여성이 원하지 않는 남성의 성적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전통적 사회보다 오히려 더 미약해지기도 한다. 전통적
보수주의에서 여성은 순결 관념으로써 성적 요구에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 순결
을 지키겠다는 여성의 태도는 사회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른바 성해방의 시대에
여성들은 진부한 순결 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쿨한 여자’로서 언제든 남성의 성적 대상
이 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것이 요구된다. 이때의 자유는 남성 섹슈얼리티의 문법 내

자의 50.6%가 ‘가치관이 뚜렷하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고 하여, 여성의 성경험 없음을 긍정적으
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배우자에 대한 여성의 이해는 달랐난다. 여성 응답자 중
에서 배우자가 혼전 성경험이 없어야 한다고 답한 여성은 22.1%에 그쳐 남성 응답자에 비하여 현
저히 적었으며, 결혼 상대가 성경험이 없다고 하면 ‘이성을 잘 모르겠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
응답이 39.1%로 가장 많았다. 즉, 혼인관계 내에서의 성적 순결은 남녀에게 매우 다르게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때의 성경험 없음은 다른 이성과의 성경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
문에 결혼을 약속한 사이에서 자신과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까지 부정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
는 없다. 그렇다면 혼전 성경험에 대한 관용도는 좀 더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문화일보, “배우자
감 성경험에 男은 ‘부담’ 女는 ‘관대’”, 2013.9.11.
72) 권수현(1998)은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 청소년 가해자들이 여성을 정숙한
여성과 헤픈 여성으로 구분하고 후자의 여성을 ‘정당하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집단’으로 분류한
다고 본다. 성폭력 가해자인 한 청소년의 다음 표현은 ‘헤픈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성립할 수 없
다는 주장을 보여준다.
그 애는 원래 그런 애예요. 여러 남자하고 복잡한 애 말이에요. 만약 순진하고 착한 애한테 그랬다
면 미안해하고 나중에 찾아가서 어떻게든 보상해 주려고 했겠지만, 그런 애한테는 전혀 그럴 필요
가 없잖아요? 만약 우리 누나라도 그런 여자였다면 그런 일을 당해도 싼 거죠.

권수현, ｢남성성과 성폭력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논문(미간행), 1998, 59~60쪽.
73) 변혜정, “성폭력 ‘경험들’에 대한 단상”,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 두 번째: 쾌락,
폭력, 재현의 정치학｣, 파주: 도서출판동녘, 2006, 186~18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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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머물러야 한다.74)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는 여성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미용 성형
의 정상화, 다이어트의 일상화는 젊은 여성의 아름다운 외모가 여성에게 자원이 됨을 역
설적으로 드러낸다. 미용 성형, 다이어트, 화장, 패션 등 여성들의 외모 가꾸기는 남성으
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75) 그러나 고석주 외(1992)
는, 여성의 외모를 통하여 획득한 ‘권력’은 남성이 사회에서 갖는 제도적 힘과 다르며,
그렇게 획득한 권력을 진정한 자유나 권리와 혼동해서도 안 된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여
성의 힘이 몸을 통하여 얻어진다는 것은 결국 여성이 무력한 존재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고 본다.76) 몸을 통한 권력은 몸 이외의 자원을 통한 가치와 정체성 확보를 어렵게 하
고, 여성의 몸이 더 이상 남성의 시선을 끌 수 없을 때 권력 또한 쉽게 상실될 것이기
때문이다.77) 섹슈얼리티, 외모를 통한 여성의 가치 측정, 여성의 정체성 형성은 남성중
74) 종합편성채널 예능 방송으로서 성에 대한 이야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녀사냥>은 자신의 욕망
을 주체적으로 표현하는 여성의 등장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성적으로 자유로운
여성은 기꺼이 남성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켜 줄 때라야 수용가능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프로그램
내 코너였던 “마녀재판”은 영화 속의 매력적인 여성 캐릭터를 보여주고 마녀인지 여부를 투표하는
방식이었다. 여기서 마녀란 “치명적인 매력으로 남자를 뒤흔드는 마성의 여자”의 줄임말로서 긍정
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 “마녀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심판대에 오른 여성 캐
릭터는 성적 매력으로 남성을 유혹한 뒤 성관계를 허락하지 않는 여성들이다. ‘마녀’는 매력적인
존재이지만 정복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나쁜 여자’로, 성관계에 실패한 남성은 “마녀에게 놀
아난 무기력한 남자”로 표현된다. 정효민, 박범준, 홍인기, 안성한, 박현정(연출), ｢마녀사냥｣[TV],
서울: JTBC, 2013~2015, <http://goo.gl/5K7M34>, 검색일: 2015.7.20. <마녀사냥>에 대한 섹슈
얼리티 분석으로는 김주은, “탈주하는 섹슈얼리티?? 재영토화되는 연애담론: <마녀사냥>을 중심으
로”, 도서출판 여이연, 여/성이론 제31호, 2014.
75) 여성의 외모 관리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는 등 외모 외의 자원의 가
용성이 증대된 것으로 보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역설적으로 더 확대되고 정상화되고 있다. 태희원
(2015)는 경쟁이 미덕이 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외모 관리가 일종의 ‘자기 관리’로 이해되고 미
용 성형이 ‘스펙 쌓기’로 의미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신자유주의 문화에서 개인들은 자기계발을
통해 스스로를 ‘팔리는 상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는데, 미용 성형은 개인의 ‘스펙’을
“가장 극적이고 가시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외모 관리는 끊임없는
결핍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는 오롯이 개인에게 귀속된다. 태희원, ｢성형: 성형은 어떻게 끝없는 자
기완성 프로젝트가 되었나?｣, 서울: 도서출판 이후, 2015, 104~112쪽.
76) 고석주, 정진경, “외모와 억압: 문화적 관념의 내면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8집, 1992, 61~62쪽.
77) 여성의 가치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로써 획득된다는 점은 오히려 여성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데 기
여하기도 한다. 김현경(2014)는 신인 연기자의 성별에 따른 권력의 차이를 탐색하였다. 신인 연기

- 25 -

심 사회에서 구성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의 구현이다.
섹슈얼리티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을 제기하고 성폭력을 중심으로 섹슈얼리티 논의를
구성하는 견해는 성별에 따른 이중적 성윤리를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으로 섹슈얼리티의 성별 위계를 강화하고 여성을 수동적인 성으로 고착화하며, 성적 억
압의 문제에 천착함으로써 섹슈얼리티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망하
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남성을 공격적 성, 여성을 수동적 성으로 위치 짓는
이해는 여성주의가 문제로 지적하였던 바로 그 이중적 성윤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섹슈얼리티 연구는 성적 주체성과 자율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여성 또는 모
든 성의 다양한 성적 실천을 발견하고 추구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럴 때라
야 여성은 성폭력의 수동적인 피해자이자 성적 대상의 지위를 넘어 주체적인 성적 욕망
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78)
그렇다면 여성이 성적 주체가 되는 사회는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성별 권력이
없는 사회, 성윤리가 이중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새로운 섹슈얼리티가 어떤 모습이 될지
를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몇몇 사회에서 평등한 섹슈얼리티의 가능성을 발견
할 수는 있다. Heise(1995)79)는 젠더 관계에 대한 3가지 민족지적 연구들을 통하여 공
동체의 문화가 여성에 대한 폭력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거의
없는 사회로 예시된 음부티 피그미족에게는 성별 노동분업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의
사결정은 남녀가 공동으로 동의한 바에 따르며 남녀의 발언은 평등하다고 한다. 음부티
피그미족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몇몇 사회의 비교 연구 결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수
준과 몇 가지 사회적 특성 간의 연관관계가 드러났다.

자 또는 연기자 지망생들에게 있어 외모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남성은 연기
능력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기획사는 남성 배우 집단에서 미남 스타 군단과 연기파
배우 군단을 갖추어 ‘다양한 연기자 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한다. 반면 여성이
기획사에 발탁되기 위한 가장 주된 자질은 외모이고 적어도 30대 이전에 ‘이미지 상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기획사와의 관계에서 자율성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김현경,
“기획사 중심 연예산업의 젠더/섹슈얼리티 정치학”,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0권 제2호,
2014.
78) 변혜정, “성폭력 의미 구성과 여성의 차이”, 1999, 316~317쪽.
79) Lori L. Heise, “Violence, Sexuality, and Women’s Lives”, Richard G. Parker & John H.
Gagnon eds., Conceiving Sexuality: Approaches to Sex Research in a Postmodern World, New
York, London: Routledg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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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적인 분쟁 해결 방식의 만연, 남성적인 지배와 거친 태도, 남성적 명예를 강조하
는 남성적 이상의 존재, 성별 간의 경제적 불평등, 가족 내에서 남성의 경제적, 의사결
정적 권위의 존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수준이 높은 문화를 예상하는 요소들이었다. 그
에 반하여 가정 밖에서의 여성적 권력의 존재, 폭력에 대한 공동체의 적극적인 제재, 여
성의 연합이나 여성 노동 집단의 존재 등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낮을 것을 예상하는 요
소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교문화적 연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남성 섹슈얼리티의 고유
한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섹슈얼리티의 실천이 불평등한 젠더 관계를 반영
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2) 성별 권력과 성폭력
성폭력을 가해남성의 개인적 특성 또는 특정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는 입장
은

성폭력을

오로지

당사자들의

문제로

축소시킨다.

먼저

‘정신병리학적

모델

(psychopathology model)’은 성폭력을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자 일탈적 성행위
로 이해한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범죄자가 통제불가능한 정신병리적인 성적 충동
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병리학적 모델이 성폭력의 원인을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에서 찾는다면 ‘상황 비난 모델(situational blame model)’과 ‘피해자 유발 모델(victim
precipitation model)’은 성폭력이 특정 상황이나 개인적 특성 또는 행위의 결과로 발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상황 비난 모델은 밀폐된 공간에 남녀 둘만 있는 상황, 여성의 과
도한 노출과 같이 성폭력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존재하고 그러한 상황이 성폭력을 이
끈다고 한다. 피해자 유발 모델은 여성의 외모나 나쁜 명성과 같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
성, 피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80)
정신병리학적 모델, 상황 비난 모델, 피해자 유발 모델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에게 강한
성적 욕구가 있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삼는다. 남성의 성욕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충족
되어야 하는 것일 뿐 성욕의 폭력적 ‘해소’가 왜 그렇게 만연해 있는지는 질문하지 않는
다. 이와 같은 견해는 성폭력을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개인적 책임 문제로 축소시켜 성
폭력이 발생하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정신병리학적 모

80) 이종인, “성폭력 이론들에 관한 비판적 고찰: 종족성 및 성 인지적 시각의 모색을 위하여”, 서울
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제12집 제1호, 2006, 148~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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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에 따르면 일탈적이고 병리적인 소수의 남성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일 뿐 사회
구조적인 요소는 성폭력과 관련이 없다. 상황 비난 모델과 피해자 유발 모델은 자연스러
운 남성의 성적 충동을 촉발시킨 가해자 외부의 요소들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가해자의
책임은 경감되고 행위는 정당화되며 책임은 피해자에게 전가된다. 성폭력을 생물학적 본
능으로 설명하게 되면, 여성은 영원히 남성의 이성애적 성욕의 피해자가 될 운명에 있으
며, 불행을 회피하는 방법은 여성 개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뿐이다.
1990년대에 우리 사회에서 확산된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성폭력이 남성이나 여성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당면한 성폭력 처벌
입법의 관철을 위하여 당시 여성주의 운동은 성폭력에 내재된 성별 권력의 문제를 전면
적으로 부각시키기보다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방안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성폭력
의 성별성을 드러내는 대신 ‘강간은 성관계가 아닌 폭력’이라고 주장하는 방법이었다.81)
서구에서 성폭력을 여성주의 운동의 의제로 제기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되는 브라
운밀러(1990[1975])는 성폭력을 남성에 대한 여성의 역사적 예속의 기원으로 설명한다.
자연상태에서 여성은 강간의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명의 남
성에게 의존하게 되는데, 그 대가로 여성은 자신을 보호하는 남성을 위하여 정조를 지키
고 그에게 복종하였으며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는 대가로 여성을 재산의 지위로까지 격
하시켰다고 한다. 브라운밀러는 강간이 혼인의 형태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혼인
의 최초 형태는 여성 납치와 강간이 제도화된 약탈혼이며 약탈혼의 좀 더 문명화된 매
매혼은 남성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식인데, 신부의 가격을 법에 명문화
함으로써 강간은 합법적으로 법 속으로 편입된다고 한다.82) 여성이 이와 같이 가부장의
‘재산’이 될 때 강간은 여성 개인에 대한 침해를 넘어서서 가부장의 재산에 대한 침해로
개념화된다.
브라운밀러는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전쟁이나 폭동, 혁명 등의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강간을 주로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는, 일상적인 관계에서 발생
하는 성폭력의 문제가 제기되기 어렵다. 성폭력은 폭력이라는 점에서 해악이기 때문에
이성애 섹슈얼리티 자체는 문제가 없게 된다. 그러나 섹슈얼리티가 성별에 따라 다른 규
81) 신상숙,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정치학”, 한국여성연구
소, 페미니즘 연구 제8권 제2호, 2008, 31~32쪽.
82) 수잔 브라운밀러, ｢성폭력의 역사｣, 편집부 엮음, 서울: 일월서각, 1990[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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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요구한다면

성폭력의

문제는

섹슈얼리티

자체에

내재한

것일

수

있다.

Dworkin(1976)은 남성은 공격적이고 지배적이고 힘 있는 존재인 반면 여성은 수동적이
고 순종적이고 무력한 존재라는 이중적인 젠더 정의 하에서, 남성의 여성에 대한 강간은
과잉, 일탈, 사고, 실수가 아니라 다만 문화가 정의한 섹슈얼리티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본다.83) 이는 섹슈얼리티가 남성의 권력을 실천하는 주요한 장이므로 강제적 성관계는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자체로

“남성

섹슈얼리티의

표현”이라고

보았던

MacKinnon(1983)의 입장과 맥락을 같이 한다.84) 섹슈얼리티는 젠더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고 젠더화되어 작동하는 것이어서, 가부장적 문화에서 성폭력은 정신병리학적 모델의
설명처럼 비정상적 성욕을 가진 남성의 일탈이라기보다는 평범한 남성의 “정상적인” 성
적 행동으로도 일어난다는 것이다.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는 전통적 보수주의가 폭력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범죄를 중심으로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탄생으
로 이어졌다. 입법 과정에서 그리고 이후의 사법적 판단에서 섹슈얼리티에 내재된 성별
권력의 문제는 약화되고 일탈적 폭력으로서의 성폭력이 부각되었다.85) 논쟁을 야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이나 아내강간은 동법의 성폭력 개념에서 제외되었다. 신상숙(2008)에 따
르면 우리 사회에서 젠더화된 섹슈얼리티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서울대 신교
수 성희롱 사건이다.86) 폭력으로 표상되는 강간은 평범한 남성들의 행위와 분리된 일탈
로 치부될 수 있지만, 성희롱으로 제기되는 언동은 남성들의 일상과 분리하기 어렵다.
신교수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성희롱을 불법행위로 보고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지만,87)
당시의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희화화와 부정적 태도는 성희롱이 얼마나 정상적인 행동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88) 성희롱 문제는 성별에 따른 섹
83) Andrea Dworkin, Our Blood: Prophecies and Discourses on Sexual Politics, New York:
Harper & Row, 1976, pp.45~46.
84) Catharine A. MacKinnon, “Feminism, Marxism, Method, and the State: Toward Feminist
Jurisprudence”, Signs 8(4), 1983, p.646.
85)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한국여성연구소, 여성과 사회 제13
호, 2001, 19~21쪽; 신상숙,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2008, 19~30쪽.
86) 신상숙,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2008, 32쪽.
87) 서울민사지법 1994.4.18. 선고, 93가합77840 판결.
88) 1심 판결 직후의 일간지 기사에는 직장인들이 성희롱의 한계에 큰 혼란을 겪고 있으며 1심 재판
부가 항의 전화에 시달리는 반면 성희롱 가해자는 격려 전화에 후원금까지 받고 있다는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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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얼리티의 인식과 경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남성의 시선이 아닌 피해 여성의 관점을
채택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쪽 끝에서의 강간과 다른 한편에서의 성희
롱이라는, 전통적 시각에서는 공통적이지 않은 광범위한 행위들이 성폭력이라는 이름으
로 묶이게 되면서 정상성과 폭력의 공존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한 분석은 강간과 성희
롱을 연속적인 틀 위에 놓고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3) 성폭력의 연속성
법은 강간 아니면 ‘동의에 의한 성관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한다. 강간으로
인정된 행위 이외의 행위는 해롭지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법이 인정하는 강간은
여성들이 강간이라고 느끼는 범위에 비하여 훨씬 더 좁다. 이성애적 성관계 속에 폭력이
정상화되어 있을 때, 여성들의 경험에서 강간과 동의에 의한 성관계는 명확하게 구분되
기 어렵다. 예컨대 어떤 이성애적 관계에서 거부할 수 없는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지만
물리적 강제력은 없었던 성관계가 오랫동안 반복되었다면 법은 강간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성은 이를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부르는 데에 동의하지 않
을 수도 있다. Bart(1983)은 강간과 동의에 의한 성관계 사이에 또 다른 유형의 성관계
가 있다고 본다.89) 강간과 동의적 성(consensual sex) 사이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미안하
다거나 싫다고 말하는 데에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게 된다는 ‘이타적 성
(altruistic sex)’, 성관계를 하지 않을 때 초래될 결과가 성관계를 하였을 때의 결과보다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성관계를 하게 된다는 ‘순응적 성(compliant sex)’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강간과 동의적 성을 나누는 법의 이분법과 여성들의 경험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기 위
하여 Kelly(2002[1987])는 ‘연속성(continuum)’ 개념을 도입한다. 연속성은 어떤 사건들

이 실려 있다. 한국일보, “직장마다 ｢성희롱｣ 논란… 걱정…/배상판결에 “한계 어디까지인가””,
1994.4.20.; 동아일보, “성희롱 판결 재판부 ｢희롱전화｣ 시달린다”, 1994.4.24.; 경향신문, “성희롱
교수에 남성들 격려전화(돋보기)”, 1994.5.26.
89) Pauline Bart, “Women of the right: Trading for safety, rules and love”, A review of A.
Dworkin, Right-Wing Women, The New Women’s Times Feminist Review, 1983, 10(1). Liz
Kelly,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Kenneth Plummer ed., Sexualities: Critical
Concepts in Sociology, NY: Routledge, 2002[1987], p.135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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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연속성은 “서
로 다른 사건들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공통의 특성들, 서로의 일부가 되는 일련의 요
소들이나 사건들의 연속적인 시리즈”90)로 정의된다. 여성의 이성애적 성경험에서 공통의
기초적 요소는 남성이 강요나 폭력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을 통제한다는 점이다. 여
성의 경험은 강간 또는 동의라는 이분법으로는 모두 포괄할 수 없는 넓은 스펙트럼으로
서, 선택(choice)에서 압력(pressure)으로, 강요(coercion)로, 폭력(force)으로 이어지는 연
속성 위에 존재한다.91) 여성은 스스로 선택하여 성관계를 하거나 폭력에 의해 강간을
당하기도 하지만, 법이 강간으로 인정하는 정도에 도달하지 못하는 강요나 압력 때문에
성관계를 하기도 한다. 비록 폭행은 없었더라도 여성들은 법이 강간으로 정의하지 않는
영역의 행위로부터 폭력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험으로
인한 영향은 스스로의 경험을 강간이라고 정의한 여성들이 이야기하는 강간의 영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고 한다. 즉, 스스로를 강간 피해자로 정의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
성들 사이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물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 사이의 구
분도 명확하지 않았다. 물리적 폭력을 당한 여성의 상당수는 성적 강요도 당하였고 그
반대도 성립하였다. 이는 일상에서의 성적 실천과 폭력이 뚜렷이 분리되지 않음을 의미
한다. 강제적이고 폭력적인 성관계는 명시적인 저항이 표현되지 않는 영역에서도 존재한
다.

(4)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통제
성폭력은 집단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 기제로서 작동한다. 다양한 수준의
성폭력과 성폭력의 위협이 여성에게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뿐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두려움의 확산은 피해 경험이 없는 여성의 일상에까지도 영향을 끼친다. 남성과 여
성이 일상에서 느끼는 위험을 연구한 장미혜(2009)에 따르면 본인이 강간, 추행 등 성폭
력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여성은 응답자의 48.9%로, 절반에 가까운 여성이 성폭
력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92)
90) Liz Kelly,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2002[1987], p.138.
91) Liz Kelly,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2002[1987], p.134.
92) 반면 남성은 19.7%가 자신에게 성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여
러 위험 중에서 성별 간 응답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이 성폭력과 성희롱이었다. 이 연구는 만 1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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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 여성의 삶을 통제하고 안전을 중심으로 일상을 구조화하도록 한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이다.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 이외의 범죄에 대
한 여성의 두려움에도 영향을 주어 전반적으로 폭력에 대한 여성의 민감성을 높인다. 강
간을 “‘모든 남성’이 ‘모든 여성’을 공포의 상태로 몰아넣기 위한 위협의 의식화 과
정”93)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던 브라운밀러의 통찰은 이후 경험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Ferraro(1996)는 여성이 범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남성보다 낮지만 모든 범죄에
대해 남성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면대면 상황에서 여성이 강간에 대한 두려
움을 느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였다.94) Stanko(1992) 역시 범죄 피해 가능성이
여성보다 남성에게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에 대한 여성의 두려움은 남성의 3
배 이상이라고 하면서, 여성은 일생동안 폭력 위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안전 확보에
남성보다 더욱 신중하며 남성들과 끊임없이 안전을 협상하는 삶을 산다고 지적한다.95)
성폭력이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될 때, 여성들은 스스로 성폭력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성폭력을 회피하려는 노력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영향을 받는다. 여대생의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연구한 권인숙 외(2014)에 따르면 미디어에 보도된 성폭력
사건을 접한 여성들은 귀가 시간을 앞당기거나(58.1%), 택시를 타지 않거나(44.8%), 혼
자 다니지 않거나(33.8%), 옷차림을 조심하는(19.1%) 등의 행동을 한다. 하지만 보도된
사건들은 밤길 보행, 택시, 옷차림 등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니었다.96) 오히려 이러한 행
동들은 성폭력의 ‘전형적 상’과 관련이 있다. 성폭력 위협에 대한 대응행동은 실제로 발
생하는 성폭력보다는 성폭력의 전형적 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
폭력의 양태와 성폭력에 대한 전형적 상의 차이는 성폭력 예방을 위해 예방과는 무관한

이상의 남녀 3,013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로 수행되었다. 장미혜, “신종플루와 성폭력을
통해서 본 위험의 젠더 차이”,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889쪽.
93) 수잔 브라운밀러, ｢성폭력의 역사｣, 1990[1975], 18쪽.
94) Kenneth F. Ferraro, “Women’s Fear of Victimization: Shadow of Sexual Assault?”, Social
Forces 75(2), 1996, p.686.
95) Elizabeth A. Stanko, “The Case of Fearful Women: Gender, Personal Safety and Fear of
Crime”, Women & Criminal Justice 4(1), 1992, pp.123~128.
96) 권인숙, 김두나,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연구: 여대생과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한국성
폭력상담소, ｢성폭력, 두려워해야 하는가?: 성폭력 두려움의 현황과 진단｣, 2014, 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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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을 하도록 한다.
성폭력은 스스로의 피해를 두려워하는 여성뿐 아니라 여성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여성의

안전을

우려하면서

여성을

감시하는

온정적

통제를

야기하도

한다.

Radford(1987)은 성폭력을 일종의 경찰 활동(policing)이라고 불렀다. 여성에 대한 남성
의 상호작용의 상당 부분은 경찰의 업무를 특징짓는 행위 유형들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한다. 남성은 여성의 행동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구분하고, 변화시킨다. 국가는 다만 남
성적인 성적 공격에 여성이 정당한 목표물이 되는지, 수용가능한 행위의 한계는 어느 정
도인지 정하는 역할을 하는 데 그친다고 한다.97) 성폭력은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요구하
는 태도에 부합하도록 여성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한다. Madriz(1997)은 성
폭력의 공포가 가부장제가 원하는 ‘좋은 여성(good girl)’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을 양산하면서 여성을 억압하고 있다고 비판한다.98)
결국 성폭력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일상화하도록 하고 성폭력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삶을 재구조화하도록 할 뿐 아니라 가부장제가 원하는 여성의
상에 가까워지도록 여성을 통제한다. 성폭력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성의 이중 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반대로 성의 이중적 규범과 젠더화된 섹슈얼리티는 성폭력을 수월하게
하는 조건으로 기능하게 된다.

2. 성폭력에 대한 법의 태도
(1) 전형적 강간의 상
성폭력의 만연함에 비하여 실제로 처벌에까지 이르는 사건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

97) Jill Radford, “Policing Male Violence-Policing Women”, J. Hanmer & M. Maynard eds.,
Women, Violence and Social Control,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International,
1987. Liz Kelly, “A Central Issue: Sexual Violence and Feminist Theory,” Sandra Kemp
and Judith Squires eds., Feminisms,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p.349에서 재인용.
98) Esther Madriz, Nothing Bad Happens to Good Girls: Fear of Crime in Women’s Lives,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p.152. 권인숙, 이건정,
“여성의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연구: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9권 제3
호, 2013, 187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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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져 있다. 강간의 법적 정의를 넘어 여성이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사건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처벌에까지 이르는 비율은 훨씬 떨어진다. 성폭력 사건의 처벌가능성은 사건
의 발생부터 재판까지 매 단계에서 줄어드는데 이는 성폭력 주장이 불신되고 극히 일부
의 성폭력만이 성폭력으로 이해되며 성폭력의 침해는 사소화되고 처벌할 가치가 있는
범죄로 이해되지 않는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성폭력에 대한 불신과 성의 이중규범,
피해자에 대한 비난 등으로 인하여 피해여성은 잘 신고하지 않고,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고된 사건이 기소에 이르는 비율은 낮으며 기소된 사건
중에서도 유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더욱 낮다.
Anderson(2005)는 전통적인 강간의 상이란 ‘어리고 예쁜 여성이 밤에 혼자 집에 가
다가 어두운 길에서 갑자기 낯선 사람의 습격을 받고, 가해자는 칼을 들이대며 죽이겠다
고 협박한 뒤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며 여성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저항하였다
가 억압되어 결국 강간당하고, 강간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정리한다. 그리고
여기에 인종주의가 덧입혀져, ‘순결한 백인에 대한 사악한 흑인의 범죄’라는 점이 가미
된다.99) 그러나 이러한 유형은 통계적으로 ‘비전형적’이다. 오히려 가시적인 폭력도 없
고, 낯선 사람도 아니고, 칼 같은 흉기도, 죽이겠다는 협박도 없으며, 같은 인종 간에 발
생하는 유형의 강간이 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강간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모든 미국인
의 강간(All-American Rape)’이라는 이름을 붙인다.100)
법은 ‘비전형적’인, 전통적인 강간의 상을 강간으로 처벌한다. 그 결과 법이 처벌하는
강간은 강간과 폭력이라는 두 개의 범죄로 구성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강간
은 오로지 강간이라는 하나의 범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101) 에스트리치(1995[1987])102)

99)

Michelle

J.

Anderson,

“All-American

Rape”,

St.

John’s

Law

Review

79(3),

2005,

pp.625~626.
100) Michelle J. Anderson, “All-American Rape”, 2005, pp.626~627. ‘모든 미국인의 강간’은 다
음과 같은 유형으로 설명된다. ‘남녀 학생이 파티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조용한 곳으
로 간다. 남성은 여성을 밀치고 키스를 퍼붓는다. 여성은 남성이 오해한 것 같다고 생각한다. 술
때문에 좀 어지럽고 토할 것 같다. “음… 잠깐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 남성은 무시하고 옷
을 벗긴다. 그녀는 달아날 수 있을 것 같지 않고 공포에 빠진다. 삽입할 때 소리를 지른다. 부끄러
워서 3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다.’
101) Michelle J. Anderson, “All-American Rape”, 2005, pp.627~628.
102) 수센 에스트리치,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 법은 여성을 어떻게 차별하는가?｣, 이영란 역, 서
울: 교육과학사, 199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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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해자가 낯선 사람이거나 폭행, 흉기가 사용되었다거나 하는 특별한 사실이 존재
할 때라야 ‘진짜 강간(real rape)’으로 인정받는다고 지적한다. 반면 아는 사이에서 발생
하였거나 폭행이 없었거나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의심할 만한 요소가 존재하는 사건은
성폭력 주장이 불신당하고 범죄로 분류되기 어렵다.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관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에 대한 불신과 가벼운
처벌의 기초가 된다. Ross(1996)은 강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고정관
념을 17가지 ‘강간신화(rape myth)’로 정리하였다. 여성은 강제적 성관계에 대한 성적
환상이 있고 성관계를 원하면서도 거부하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성의 표현을 그대로
믿을 수 없으며, 만일 여성이 진정으로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저항할 것이므
로 강간은 발생할 수 없다는 등의 통념으로 구성된다. 강간신화의 종착점은 ‘진정한 강
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103) 강간신화의 존재는 통계적으로도 확인되고 있

103) Ross(1996)에서 제시한 17가지 강간신화는 다음과 같다.
1. 여성은 강간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원한다.
2. 여성이 강간당했다는 거짓말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조차 강간은 그녀의 환상 속에서나
존재하는 것일 수 있다.
3. 동의 없는 성관계는, 극도의 폭력이 없는 한, 다만 성행위에 불과하다.
4. 여성이 강간당하게 되면 그녀도 긴장을 풀고 그것을 즐길 것이다.
5. 여성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당할 수 없다. 만일 정말로 강간을 원치 않는다면, 강간을 막
을 수 있다.
6. 여성이 성관계에 no라고 말할 때, 사실은 yes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7. 여성은 성폭력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남성으로 하여금 강간하도록 유혹한다.
8. 강간을 주장하는 여성은 피의자, 남성 일반, 남편, 전 애인에 대한 악의로 가득차서, 또는 여성
이 혼외 성관계에 동의했고 부모, 남편, 애인에게 처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를 회피하기 위한 목
적에서 강간 혐의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
9. 좋은(nice) 여성은 강간당하지 않는다.
10. 혼외 성관계에 동의했다면 난잡한 여성이며, 성관계를 요구하는 어떤 남자와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동의할 것이다.
11. 여성이 혼외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있다면 그녀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다.
12. 성품이 나쁜(bad character) 여성은 무차별한 혼외 성관계를 하려고 들 것이며, 진실을 말할
것으로 믿을 수 없다.
13. 여성은, 적어도 특정한 종류의 여성은 강간당해 마땅하다.
14. 여성이 강간당했다면 자연스러운 반응은 가능한 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다.
15. 아프리카계 미국여성은 대개 난잡하다.
16. 강간한 남성은 정신착란이거나 감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보통의 남성은 강간을 하지 않는다.
17. 여성은 낯선 사람으로부터만 강간당한다. 아는 남성에 의한 강간은 여성이 이후에 마음이 변한
것이다.

Beverly J. Ross, “Does Diversity in Legal Scholarship Make a Difference: A Look at th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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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는 일반인들의 성통념을 조사한 바 있다. 남성 응답자들
은 ‘여자들이 조심하면 성폭력은 줄일 수 있다’(56.6%), ‘여자가 알지 못하는 남자의 차
를 얻어 타려다 강간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53.9%), ‘여자가 끝까
지 저항하면 강제로 성관계(강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51.9%), ‘여자가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여자에게도 책임이 있다’(50.6%) 등에 대하여 절반 이상이 ‘그
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여 성폭력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고 여성이 성폭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하는 견해가 나타났다.
섹슈얼리티와 성폭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은 법조인들에게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발견된다. 법조인 351명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김지혜(2007)
에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성폭력은 남자들의 억제할 수 없는 충동 때문에 일어난
다’(63.0%),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성폭력의 원인이다’(60.7%)라는 데 동의하였다. 또
한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최선책은 여자가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45.2%), ‘강간은
소수의 비정상인들이 저지른다’(45.0%)에도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들이 동의하였다.104)
조사 결과는 성폭력을 비정상적인 일부 남성의 일탈적 행위로 보고 여성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여준다. 이 조사의 표본이 ‘진보적’이라고 평가되는 집단이 과
대표되어 있음을 생각하면,105) 법조인들의 인식이 일반인들의 성통념과 크게 다르지 않
음을 예상할 수 있다. 성폭력의 인정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
관에 함께 들어감(94.3%), 사귀는 사이(78.4%), 피해자가 피해 당시 도움을 청하지 않음
(77.5%), 함께 술을 마심(68.5%), 정숙하지 않은 피해자의 옷차림(50.9%) 등의 요소들이
성폭력의 인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하였다. 애인이나 친밀감이 있는 사람도

of Rape”, Dickinson Law Review 100(4), 1996, pp.807~810.
104) 김지혜,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과 피해자 보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
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서울: 푸른사상사, 2007, 431쪽.
105) 이 연구의 결과는 좀 더 보수적인 방향으로 독해할 필요가 있다. 조사 지역이 서울, 경기 지역으
로 한정되었고 조사 대상자 전원이 3~40대이며 여성 응답자의 비율(18.0%)이 전체 법조인 중 여
성 비율(6.6%)보다 높았고 응답자의 직역 중 변호사의 비율(46.7%)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수도
권, 3~40대, 여성은 성폭력 의식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집단이다. 또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변호사는 대체로 검사나 판사보다 진보적인 응답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연구자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종종 의식은 실제 행위보다 진보적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수치는 실제보다 더
진보적으로 집계되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김지혜,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과 피해자 보호”,
2007, 4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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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95.1%)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연인
관계라는 점은 의심의 요소가 될 뿐 아니라 이들이 여관에 함께 들어가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정황이 있었다면 성폭력으로 인정받는 것이 좀 더 어려워질 것임을 추측해
볼 수 있다.106)
강간신화는 단지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서 통용되면서 강간
의 처벌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107)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배심원, 변호사, 검사,
판사의 인식의 토대가 되어 판결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Kalven &
Zeisel(1966)은 폭력을 수반하였거나 가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였던 경우인 가중강간(aggravated rape)과 그러한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강간(simple rape)을 나누어 배심원의 판단을 비교하였다. 법관이 유죄 의견을 보였
음에도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한 비율은 가중강간에서는 12%였으나 단순강간에서는
60%로 올라갔다. 단순강간 사건 중에서는 법관이 유죄 의견이었던 사건의 거의 대부분
(93.2%)을 배심원은 무죄로 평결하였다.108) 이 연구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고 그간 여러
차례의 법 개혁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하여 최근 성폭력의 전형적 상은 과거보다 좀
더 복잡해졌다. 그럼에도 근래의 연구는 ‘진짜 강간’이 경찰 조사나 피해자의 신고 의사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여전히 일부 범주의 여성들은 강간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
고 상당수의 사건은 유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 가해자가 과거에 성폭력 혐의가 있었
거나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인 경우 유죄가 가장 많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 있다.109)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있어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은 덜 심각하고 처벌할 가
치도 적다고 간주된다. 에스트리치(1995[1987])은 이러한 법원의 편견이 적어도 4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은 첫째, 공적인 소송을 통하여 다룰
문제가 아닌 순전히 ‘사적인’ 분쟁으로 간주되고, 둘째, 모르는 사람에 의한 공격과는 달
리 권리 주장이 개입된 경우가 많아 덜 심각한 것으로 보이며, 셋째, 종종 고소인이 사
건에 기여한 잘못이 있고, 넷째, 낯선 사람에 의한 공격보다 덜 위협적이어서 더 가벼운
106) 김지혜,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과 피해자 보호”, 2007, 445쪽 이하.
107) Lois Pineau, “Date Rape: A Feminist Analysis”, Law and Philosophy, 8(2), 1989, p.226.
108) Harry Kalven, Jr. and Hans Zeisel, The American Jury, Boston: Little, Brown, 1966,
p.253.
109) Liz Kelly, “Rape in the 21st Century: Old Behaviours, New Contexts and Emerging
Patterns”, Swindon: ESRC,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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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또는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에스트리치는 4가지 근거를 하나씩 반박한다.
첫째, 아는 사람 사이에서의 범죄가 ‘사적’ 분쟁으로서 법의 개입이 불필요한 경우는 당
사자들이 동등할 때인데 만일 당사자들이 과거에 부부 또는 연인이었다면 이들을 사적
인 관계로 취급하는 것은 더 강한 쪽, 즉 남성이 더 약한 쪽, 즉 여성을 강간할 특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관계가 사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둘째, 강간의 맥락에서 권리의 주장이란, 여성이 과거에 성관계에 동의하였다면 상대 남
성은 그 여성으로부터 성욕을 충족할 권리를 지속적으로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
부당하다고 한다. 셋째, 여성이 남성의 집에 찾아가는 등 성관계를 청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면 그 후에 발생한 강간은 ‘피해자가 유발한’ 강간이 되어 여
성에게 책임이 있고 고소할 수 없는데 이는 강간의 맥락에 특유한 해석이고 다른 사건
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 의
한 범죄를 더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아는 사람 누구도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이라고 믿기 때문이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아는 사람의 배신은 낯선 사람보다
더 위협적이 될 수도 있고, 강도나 폭행의 경우는 아는 사람에 의한 공격에서 신체적
상해의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결과가 있다고 한다.110) 결국 아는 사이에서 발생한 강간이
더 가볍게 처벌되거나 범죄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어야 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아는 사
이, 친밀 관계, 연인 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진짜 강간’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
로 작동하고 있다.

(2) 강간죄의 정의의 한계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은 강간죄의 정의를 제한한다. 특정한 유형의 성폭력만이 성
폭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성폭력 규제법이 섹슈얼리티에 대한 여성의 경험에 기초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West(1993[1988])은 근대법이 여성이 고수하는 가치, 여성
이 고통 받는 해악, 여성의 삶을 특징짓는 모순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본다.111) 근대 법
학은 인간은 타인과 동등한 존재이고 타인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로서 자율성을 갖는다는

110) 수센 에스트리치,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 1995[1987], 50~53쪽.
111) Robin West, “Jurisprudence and Gender”, D. Kelly Weisberg ed., Feminist Legal Theory:
Foundations,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3[1988],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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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전제한다. West에 따르면 타인과의 분리, 타인과의 대등한 관계는 남성의 삶의 경
험을 반영한다. 반면 여성은 임신가능성으로 인하여 잠재적으로 타인과 물질적으로 연관
될 수 있는 존재이며 삶에서 만나는 중요한 타인인 태아, 유아는 자신과 동등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112) 이러한 여성의 특성과 경험이 여성의 실존적 상태를 구성하며, 그러
한 실존적 상태로부터 여성의 가치와 해악이 정의될 수 있다. 법은 자율성에 가치를 부
여하고 친밀성에는 가치를 두지 않는다. 법은 타인에 의한 침해를 해악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임신에서 태아의 침입은 해악으로 인식되지 않고 태아로부터의 보호라는 주장은
부조리하게 들린다고 한다. 강간 같은 성적 침입은 범죄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다른 범
죄와는 다르게 취급된다. 에스트리치(1995[1987])에서 말한 ‘단순강간’은 좀처럼 처벌되
지 않고 흉기나 폭행을 사용하였거나 피해자에게 상해가 남았거나 낯선 사람에 의한 범
행이라는 등의 특별한 정황이 더해져야 처벌 가능성이 올라간다. 성기 삽입 자체가 갖는
해악만으로는 부족하고 남성의 경험에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해악이 수반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113)
법이 남성의 해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강간죄의 정의에서도 드러난다.
강간죄는 남성의 성기를 중심으로 정의된다. 피해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
면 강간이지만 그 이외의 것이 삽입되면 강간이 아닌 추행에 그친다. 우리 형법은
2012.12.18. 개정에서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여 강제추행 중 성적 삽입 행위에 대해 법정
형을 높였다.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중 성기에 성기를 넣는 간
음을 제외한 행위이다. 구강, 항문, 여성의 질과 같은 신체 내부에의 성적 삽입 행위에
대한 법정형은 상향되었지만, 이러한 행위는 개념상 강간에는 포함되지 않고 ‘유사’강간
이라는 이름을 얻는 데 그쳤다.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서 해석하면 성폭력은 여전히 강간
과 강제추행으로 구분되고 유사강간은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분류된다.114)115) 그런
112) Robin West, “Jurisprudence and Gender”, 1993[1988], p.82.
113) Robin West, “Jurisprudence and Gender”, 1993[1988], p.87.
114)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인 제299조, 심신미약자간음․추행죄인 제302조를 비롯한 형법상의 여러 조항
들은 ‘간음 또는 추행’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제1항에서 친족관계
강간, 제2항에서 친족관계강제추행을 규정하며, 업무상위력등간음죄는 형법(§303)에, 업무상위력등
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10)에 각기 규정을 두고 있다. 유사강간이 규정하는 성적 삽입 행위는 간
음이 아닌 추행으로 규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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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여성의 성기에 남성의 성기가 삽입되는 것이 여성의 성적 피해 또는 쾌락의 측면에
서 가장 중요하고도 다른 경험과 차별성이 있는 경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여성의 성
기에 삽입되는 것이 남성의 성기인가 그 외의 신체 부위나 물건인가의 차이는 오히려
일부일처제의 침해, 부계혈통의 교란 가능성116), 남성의 성적 쾌락 같은 요소와 관련이
있다. 다수의 피고인들이 발기부전증을 내세워 항변하는 것은 강간죄의 성부가 남성 성
기 삽입으로 갈리기 때문이다. 강간이라는 사건을 구성하는 일련의 신체적, 성적 침해
중에서 강간죄는 오로지 여성 성기에 대한 남성 성기의 ‘삽입’으로만 기수가 된다. 강간
죄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가 피해자인 여성의 경험보다는 남성적인 이성애 섹슈얼리티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간죄 체계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저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행위를 기본 구성요
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또한 남성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간죄의 정의를 보여준다. 피
해자에게 장애가 있거나 19세 미만이어서 특별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폭행,
협박을 사용한 간음만이 강간이다. 그러나 Anderson(2005)에서 지적하였듯 성폭력의 다
수를 차지하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에서 명시적인 폭행, 협박과 극도의 저항은 전형
적인 성폭력의 유형이 아니며, ‘목숨을 건 저항’ 역시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나 요구에
직면한 여성이 전형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아니다.117) 폭력적 성이 자연스러운 이성애적
인 성적 실천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그로 인하여 강간과 동의적 성관계의 구분이 어려
운 문화에서 폭행, 협박을 통한 저항의 억압이란 남성이 자신의 행위가 강간인지 동의적
성인지 여부를 확인하기에 용이한 방법이다.
폭행, 협박을 사용한 이성 간의 성기 결합이라는 강간죄의 정의는 남성에 대한 성폭

115) 반면 2007년 발의된 임종인 의원안은 간음의 개념을 성기 외 신체 삽입까지로 확장한 바 있다.
개정안은 강간 또는 간음을 ① 성기․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 ②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성기 또는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정의하였다. 임종인 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76449, 제안일 2007.4.18.
116) 하급심 법원은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가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한 판결에서, “강간죄가 강제추행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되는 입법취지의 근저에는 모성보호,
즉 추상적이나마 수태의 가능성이 있는 부녀를 더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시
한 바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5.10.11. 선고, 95고합516 판결. 대법원에서도 MTF 트랜스젠더가 사
회통념상 여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수술 후에도 여성으로서의 생식능력
은 없는 점”을 들었다. 대법원 1996.6.11. 선고, 96도791 판결.
117) Michelle J. Anderson, “All-American Rape”, 2005, pp.626~627.

- 40 -

력 역시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침해를 사소한 것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2012년 형법 개정으로 인하여 성인 남성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지
만,118) 객체의 범위만이 변화하였을 뿐 강간의 정의는 그대로 남아 있다. 남성이 강간죄
의 피해자가 되려면 여성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남성을 간음하여야 한다. 남성 성폭력
피해도 신고, 고소되는 경우가 적고 피해에 대한 연구도 매우 드물지만, 신체적 조건의
성별 차이를 고려할 때 남성에 대한 여성의 강간은 물리적 폭행이나 폭행의 위협보다는
사회적 지위의 이용이나 지위를 이용한 협박, 알콜이나 약물 등으로 인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간의 형태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최협의 폭행, 협박을
이용한 성폭력은 여성보다 남성에 의한 추행이나 유사강간으로 발생하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폭행, 협박을 통해 현저한 저항의 곤란을 야기한 상태에서의 이성 간 간음 행위
만을 강간으로 보는 현행법 하에서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 간음은 강간에 해당하
지 않으며, 남성에 의한 가해 또한 강간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한 면에서 개정 형법은
남성이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의 확장을 보여주면서도 남성 가해자, 여성 피
해자라는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남성이 성관계를 ‘하고’ 여성이 ‘동의’하는 이성
애적 성관계를 모델로 한 기존의 강간 개념에 갇혀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3) 강제력 및 동의 요건의 문제
우리 법에서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강간하는 행위를 말한다. 판
례에서 요구하는 폭행, 협박의 정도는 최협의 폭행·협박으로서,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를 말한다. 과거 최협의 폭행·협박 요건은 피해자
에게 ‘사력을 다한 저항’을 요구하였다. 최대한의 저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
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강간이 인정된다는 논리는 무수히 다양한 이유
에서 저항할 수 없거나 저항을 포기한 것을 피해자의 동의로 이해함으로써 성폭력 중
극히 드문 일부만을 강간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점차로 ‘최대한의 저항’
을 요하지 않는 판결들도 나타났다.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
118) 아동․청소년은 2011.9.15.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에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 아동․청소년’에서 ‘아
동․청소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형법보다 1년 정도 먼저 남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였다.
동법은 2012.3.16.부터 시행되었다.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을 인정한 형법 개정안은 2013.6.19.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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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유흥을 돋우다가 피고인과 단둘이 남은 상태에서 피해자
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
이 피해자를 소파에 밀어붙이고 양쪽 어깨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노
래방 안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
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119) 이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항거 곤란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해
자의 ‘사력을 다한 저항’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이 같은 사례는 강간죄
의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대법원은
폭행의 범위는 넓게 보면서도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여야 한다는 최협의설의 태도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최협의 폭행·협박설을 기준으로 두는 한 폭행, 협박으로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
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강
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현행법과 법원의 태도 아래에서 비장애 성인 여성에 대하여 상
대적으로 경미한 위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약한 저항만을 하였던 경우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폭행, 협박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러한 법의 흠결에 대하여 해석론적 대안과 입법론적 대안이 제기되어왔다. 해석론적
으로는 강간죄 조항에서 최협의 폭행·협박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협의의 폭행·협박으로도 강간이 성립하도록 법원이 해석을 변경함으로써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실무에서 적용되어온 최협의설을 해석 태도의 변
화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법관 개개인의 선의에 의존하는 방
법120)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입법론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은 입법론적으로 제기되는 주요한 대안이다. 비동의간음죄는 폭
119) 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도3071 판결.
120) 황은영,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 비판적 성찰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법조협회, 법조 제57권 제1호, 2008,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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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협박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이를 알면서
도 간음하였다면 성립하게 된다. 이유정(2007)은 비동의간음을 기본구성요건으로 하고
폭행, 협박, 위력 등 강제력의 정도에 따라 형량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강간죄 규정을 전
체적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즉, 지금의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하고 위계․위력간음죄를 신설하며 비동의간음죄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할 때 비동의간음죄의 구성요건은 ① 폭행, 협박의 정도가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으나,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를 제
압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간음한 경우, ③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이나 피해자의 신체적 저항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비동의가
명백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121)
비동의간음죄의 신설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 개념이 모호하여 범죄의 성립이 지나치게
피해자의 입장에 기대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형법의 보충성 원칙에도 반한다는
점,122) 여성에 대한 모든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형법을 동원하는 것은 가부장적 관념
의 산물이라는 점123) 등의 비판이 따른다. 조국(2004)는 동의 여부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동의간음죄 대신 비동의와 폭행, 협박 요건을 합한 강간죄의 감경 구성요건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통상의 결의를 가진 부녀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하는 행위를 강간죄보다 낮은 형으로 처벌하자는 안을 내놓
는다.124) 그러나 동의 개념이 모호하다거나 과도한 처벌이라는 비동의간음죄에 대한 비
판에는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범죄가 적절히 처벌되지 않는 현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반
론이 제기될 수 있다. 형법에서의 촉탁, 승낙, 폭행, 음란, 위계, 위력 등의 개념도 동의
만큼이나 불확정적인 개념이며 이러한 개념은 판례를 통하여 구체화되는 것이라는 한인
섭(1994)의 주장은 동의 개념의 모호성 논변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다.125) 또한 비동의

121) 이유정,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에 대한 논의”,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법정에 서다: 여성의
시각에서 본 법담론｣, 서울: 푸른사상사, 2007, 169~170쪽.
122) 곽병선, “성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피해자의 관점에서”,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
14권 제1호, 2006, 163쪽.
123)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제2판, 서울: 박영사, 2004, 226쪽.
124)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2004, 47쪽.
125) 한인섭, “성폭력특별법과 피해자보호: 그 문제와 개선점”,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3
권, 1994,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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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의 처벌이 국가 형벌권의 과잉 행사라는 비판에 대하여 이유정(2007)은 성불평등과
정조관념이 팽배한 사회에서 여성의 거부 표시는 다른 범죄와 달리 진지하게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비동의간음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한다.126)
그런데 피해자의 거부 표현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은 비동의간음죄
의 적용에서도 여전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하고자 할 때
에는 남성이 여성의 비동의를 인식하였는지의 문제가 남게 된다. 피해여성의 비동의를
남성이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법원이 피해여성의 비동의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
면 여전히 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비동의가 언제나 직설적이고 명확한 말로만 표현되
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한 해석의 가능성은 적지 않다. 설령 여성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말로써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남성은 거부를 무시하고 이를 동의의 표현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여성이 ‘yes’를 의미하면서 ‘no’라고 말한다는 강간신화의 내용은 아직 건재한 믿
음이기도 하다.127)
비동의간음죄의 한계에 대한 하나의 대안은 비동의가 아니라 적극적 동의를 요하는
방법이다. 비동의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동의가 없었다면 여성이 동의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여성의 묵인이나 거부의 포기가 동의로 간주되는
데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 Schulhofer(1995)는 치료나 수술과 같은 신체적 침입에는 명
백한 동의가 필요하고 그 이하는 동의로 간주될 수 없는 것처럼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
적 삽입에도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다. 의사가 환자의 수술을 원하고 수술을 하면 환자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의사는 환자의 동의 없이는 수술할 수 없다. 환자가 수
술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수술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여성에게도 성관계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가 요구되어서는 안 된다.128)
적극적 동의 요건을 요구하는 견해는 노출이 심한 옷, 자발적인 음주, 자발적으로 피고
126) 이유정,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에 대한 논의”, 2007, 167~169쪽.
127)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여자가 ‘싫다’고 말하는 것이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데 대
해 남성 응답자의 35.5%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다. 이 문항은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는데, 같은 응답을 한 여성은 16.8%로 남성의 절반 이하였다. 황정임, 윤덕경,
이미정 외,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3, 114~118쪽.
128) Stephen J. Schulhofer, “Feminist Challenge in Criminal Law”,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43, 1995, p.2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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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찾아가는 행위 등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보는 시각에 반대하고 분명한 동의가
없다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129)
이때

동의는

성관계의

특정

시점이

아니라

성관계

내내

존재하여야

한다.

Pineau(1989)는 성관계의 대부분은 미끄럼틀처럼 제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통제가 가능하다면서 의사소통적 섹슈얼리티(communicative sexuality)를 제안한다. 의사소통적 섹슈얼리티는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상대방을 압도하지
않으며 욕망의 상호성을 중시하는 태도로서, ‘직관적이어서 상대방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적이어서 상대방과 느낌을 공유하며 자애로워서 상대방을 보살필 수 있는’ 것
이라고 한다. 권리와 의무, 동의라는 계약적 언어에서는 의사소통적 섹슈얼리티에서 중시
되는 상대에 대한 배려(regard)의 여지가 없다.130) Pineau의 의사소통적 섹슈얼리티는
이호중(2005)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상호주관적인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성적 욕망의
다름을 상호 인정하는 민주주의적 의사소통규칙”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제안과도 맞닿
아 있다. 의사소통규칙으로서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다양한 성적 관계에 있는 개인들 간
의 관계에서 성적 욕망에 관한 해석이 공유되지 않음으로써도” 침해될 수 있게 된다.131)
최협의 폭행․협박설은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폭행과 협박으
로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에서 배제함으로써 강제적 성관계를 정당화한다. 성관계에 대한
여성의 태도는 동의가 기본이 된다. 동의의 전제는 저항을 통한 거부의 증명을 요구할
뿐 아니라 특정한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의 성립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성매매 여성, 아내, 성관계 경험이 많은 ‘정숙하지 못한’ 여성, 본능적인 성적 욕망을 통
제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 장애여성은 기본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할 것으로 간주되
기 때문에, 강간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폭행과 협박, 저항의 수준은 더욱 높아진다.
반면 적극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은 동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해지는 일
방적인 성관계를 불법으로 선언할 것을 요청한다. 성관계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 거부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성관계를 시도하는 사람에게 동의를 확인하였음을 증명

129) 레슬리 프랜시스, “강간”, 우도 슈클렝크 외, ｢성과 윤리｣, 김성한 편역, 서울: 아카넷,
2010[1998], 38쪽.
130) Lois Pineau, “Date Rape”, 1989, p.236.
131) 이호중,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7
권 제2호, 2005,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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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고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여성이 남성과 어떤 관계에 있든, 어떤 직업을 가
졌고 성적 이력이 어떠했든 간에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성적 침
해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3.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
(1)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한계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운동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활동은 여성주의적 접
근과 맥락을 같이 한다. 우리 법이 성폭력 범죄를 여성 개인에 대한 침해로 이해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은 형법 제정 당시 성폭력 범죄를 규정한 제32장의 제목이 ‘정조에 관
한 죄’였다는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정조’란 사전적으로 ‘여자의 곧고 깨끗한 절
개’, ‘성적 관계의 순결’을 의미하는 말로서,132) 정조에 관한 죄라는 명명은 성폭력 피해
가 곧 ‘절개를 지키지 못한’, ‘순결을 더럽힌’ 것이라는 뜻을 내포하는 표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성폭력 피해는 온전히 피해여성에 대한 침해라는 차원에만 머무
르지 않는다. 피해여성은 자신의 것만은 아닌 ‘정조’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
키지 못한 존재가 된다. 성폭력에 직면한 여성은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힘껏 저항하여야
한다거나 피해여성을 비난하는 등의 언설은 정조를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
는 태도를 반영한다. 반성폭력운동과 여성주의법학은 성폭력 범죄를 ‘정조에 관한 죄’로
규율하는 형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성폭력이 남성의 재산에 대한 침해이자 가문의 순
수한 혈통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피해여성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임
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형법의 성폭력 범죄가 ‘정조’를 대신하여 ‘강간과 추행의 죄’라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대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 관념은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지만,133) 이제 형
법학계와 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동
의하고 있다.134) 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으로 연결되어

132)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133) 이미경,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박사학위논
문(미간행), 2012, 55쪽 이하.
134) 박찬걸,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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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35)고 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
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본다. 간통죄에 대한 제4차 합헌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고,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
면서 간통죄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고 판시하였
다.136)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형법학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하
고 싶지 않은 상대를 거부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137), “성행위를 할 자유인 적극적 자
유의 보호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자유”138), ‘성적
행위에 대한 의사와 의사실현의 자유로서 성행위의 시기와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자
유를 포함하는 권리’139)와 같이 성행위 여부 및 성행위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로 좁게 정의되는 경향이다.140)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개념화하면 피해여성은 ‘스스로 지켜야 할 정조를
상실한 존재’가 아니라 부당한 침해를 당한 존재임을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성폭력을 통하여 침해되는 것이 오로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에 불과한 것인지, 여성이
남성과의 성적 관계를 ‘자유롭게 스스로 결정할’ 조건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전제하는 자유주의적 개인은 자율성을 가진 주체의 지위

총 제26권 제2호, 2009, 82쪽.
135) 헌법재판소 2010.3.25. 선고, 2008헌바84 결정.
136) 헌법재판소 2008.10.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전원재판부 결
정. 이 판결에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지만 기본권 제한의 법
리에 따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하면서 합헌으로 결정하였다.
137) 김혜정, “성폭력 범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2006, 8쪽.
138) 박찬걸,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소고”, 2009, 84쪽.
139) 권오걸, “강간죄의 객체에 대한 해석론과 형법정책론”, 경북대 법학연구소, 법학논고 제32집,
2010.
140) 드물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의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박혜진(2009)는 “개인의 인격과 결부된 성
의 완전성의 침해”로 이해한다. 박혜진, “형법상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에 대한 성찰”, 한국형사법
학회, 형사법연구 제21권 제3호, 2009, 249쪽.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호중(2005)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인 차원에서는 성적 욕망을 자유롭게 발현할 권리이며 소극적인 차원에서는
원치 않는 성적 관계와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괄할 뿐만 아니라 상호주관적인 의사소
통의 맥락에서 그것은 성적 욕망의 다름을 상호인정하는 민주주의적 의사소통규칙으로 이해되어
야” 한다고 본다. 이호중, “성폭력 처벌규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및 재구성”, 2005, 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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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점한다. 성적 자기결정권 개념은 여성도 남성과 같이 자율적 개인의 지위에 있을 것
을 당연히 전제한다. 하지만 여성에게 자유주의적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여성
이 남성과 동일한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아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와 강제적 성관계를 구
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141)하다면, 자기 결정의 자유는 사실상 강제된 성적 관계를 성
폭력이 아닌 것으로 정당화하는 방편에 지나지 않게 된다. 자유권으로서의 성적 자기결
정권은 그와 같은 권리가 모든 권리주체에게 평등하게 실존한다는 환상을 심는다. 자유
주의적 법이론에서 자유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의미하
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고 권리의 실현은
개인의 능력과 책임의 문제로 전환된다.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사회적인 맥락이나 권
력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권리 담론은 자유주의적인 성적 자기결정권론의 한계 지점이
다.142)
헌법재판소에서도 성관계에 대한 여성의 ‘동의’가 자유로운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헤아릴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혼인빙자간음죄 합헌 결정143)에서 헌법
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라고 정
의하였다. 이 정의는 간통죄 제4차 합헌 결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성행위 여부 및
상대방을 결정할 권리로 정의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남성이 여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계획적으로 혼인을 빙자할 때 여성이 “진정한 자유의사”를 실현하기가
어려울 것임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지만 혼인빙자간음이 여성의 성적 자
기결정권 침해임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가 펼친 논리는 여전히 정조관념에 뿌리를 두
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을 ‘미혼 여성의 순결한 성을 짓밟고 유린하는 행
위’로 규정하였다.144) 성관계에 동의한 여성은 상대방과의 혼인으로써 배우자에 대한 성
141) 캐럴 페이트만, ｢남과 여, 은폐된 성적 계약｣, 이충훈, 유영근 역, 서울: 이후, 2001[1988], 149
쪽.
142) 신상숙, “성폭력의 의미구성과 ‘성적 자기결정권’의 딜레마”, 2001, 34쪽.
143) 헌법재판소 2002.10.31. 선고,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144) 혼인빙자간음죄는 객체를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제한하고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7년 뒤 내린
위헌 결정에서 이와 같은 객체의 제한이 ‘정조 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도덕주의적 성 이데올로기
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헌법재판소 2009.11.26. 선고,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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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순결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인데 상대방이 그 믿음을 배신하
게 되면 여성은 순결을 상실하게 된다. 여성이 혼인의 성적 순결이라는 정조 관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점은 고려되었지만, 여성의 자기결정은 정조 관념의 논리 안에서만
보호가능한 것이었다. 혼인빙자간음죄의 법리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의 논리에서는,
남성의 혼인 약속과 그에 뒤따르는 집요한 요구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던 여성이
상대방과 혼인을 하게 되면 그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여성의 ‘자기 책임’ 하에서 내린
결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원치 않았던 성관계에는 아무런 침해도 없었던 것이 되어버린
다.
성행위에 대하여 동의하고 선택할 자유라는 차원에서 성폭력을 설명하게 되면 여성들
이 왜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가 없는지, 왜 법적으로 권리를 소지한다는 것이
현실의 여성들에게 변화를 가져다줄 수 없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구체적인 사안에
서 당사자들의 역동은 이와 같은 권리의 한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법은 그러한 권리의
한계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그간 법에 들리지 않았
던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경험과 관점으로부터 성폭력을 이해하여야 함을 말한다. 그렇
다면 여성의 경험에 기반을 두어 성폭력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2) 신체적 통합성의 침해
여성들의 이성애적 성경험을 연구하였던 Kelly(2002[1987])은 어떤 성관계를 강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사건 당시부터 확정적인 것이 아님을 발견하였다. 상당수의 경험은 사건
으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야 강간으로 명명되었다.145) 이는 성관계 경험을
성폭력으로 의미화하는 것이 행위의 방법이나 종류보다도 그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에
달려있을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행위의 의미 이해에 따라 강간인지 여부가 달라진다
는 점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후에 상대 여성이 성폭력이라고 무고할지도 모른다는 남
성들의 두려움의 근거가 된다.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에
서 가장 많이 요청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성희롱인지 알려 달라는 것이라고 한다. 어깨
에 손을 올리는 것은 괜찮은가? 팔 위쪽이나 아래쪽은 어떠한가? 스커트를 쳐다보는 것

전원재판부 결정.
145) Liz Kelly,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2002[1987], p.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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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희롱인가? 특정한 행동과 성폭력이라는 결과를 연관지으려 하는 태도는 특정한 행
동이 단 하나의 의미를 가질 것을 기대한다. 이는 추상화된 권리 주체의 권리 침해를
설명하는 것과 유사하다. 권리 주체가 추상적인 권리의 담지자로 정의되면, 개별 주체의
특수성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권리와 해악은 모두에게 동일해진다.146) 그러나
성폭력은 모든 여성에게 동일한 경험이 아니다. 같은 행위가 다른 여성에게는 다르게 경
험되며,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서도 성폭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의 차이는 성폭력을 체화된 경험(embodied experience)147)으로 볼 때
설명할 수 있다. 성폭력을 경험하는 여성 주체는 특수성이 탈각된 보편적이고 균일한 주
체가 아니라 체화된 주체이다. 체화된 주체는 서로 다르게 체화되므로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주체는 역사적 위치, 문화적 환경, 경제적 지위, 젠더, 인종, 장애, 성적 지향, 정서
적 경험 등과 같은 요소들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148) 각자의 조건은 무수히 다양
한 가능성의 조합이므로, 각 요소들의 영향력은 서로 동일하지도 않고 결정적이지도 않
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경험은 성별 권력과 성의 이중규범, 장애차별주의, 이성애중심
주의 등등 다양한 사회적 담론과 권력 구조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특정한 환경적 조건
하에서 특정한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성폭력에 대한 판
단은 체화된 주체로서의 여성의 경험을 해석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이때 여성의
경험이란 사건의 사실 자체만으로는 구성될 수 없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담지자이지만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체화된 주체로서의 여성의 경험이 설명되기 위해서는 피
해여성과 상대남성을 둘러싼 권력 구조와 담론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해를 체화된 경험으로 보면 성폭력은 단지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의 침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체화된 주체의 신체적 통합성(bodily integrity)에 대한 성적 침해149)로 볼
수 있다. 성폭력이 선택권의 침해가 되면, 강간과 동의적 성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행
146) Ann J. Cahill, Rethinking Rape,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1, pp.112~113.
147) Ann J. Cahill, Rethinking Rape, 2001, pp.109ff.
148) Ann J. Cahill, Rethinking Rape, 2001, p.113.
149) 장다혜, ｢성폭력 ‘형사합의’에 관한 페미니즘 법학적 경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
사학위논문(미간행), 2012, 30쪽; 변혜정,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반성폭력운동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20권 제2호, 2004, 58~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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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들150)은 어쩔 수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선택한’ 것이므로 침해란 존재하지 않으며, 피
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아 거부하다가 결국 저항하기를 포기하였을 때에도 피해자가
마음을 바꾸어 성관계를 ‘선택’한 것이므로 침해란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는 피해자마다 그 경험이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와 구분되는 특성을
갖는다.

Anderson(2005)는

성폭력의

해악으로

비인간화(dehumanization),

대상화

(objectification), 지배(domination)를 꼽는다.151) 성폭력 경험에서 중요한 요소는 피해
자가 가해자의 성행위에 객체로서 사물화되는 경험이다. 성폭력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는
대등한 주체로서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신체가 마치 사물처
럼 사용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고 주체성 자체를 침해당한다.152) 성폭력은 여성의 성
적 자율성의 부정을 통하여 성적 신체를 침해하는 것뿐 아니라 주체의 행위성을 파괴하
는 정신적 가해행위이기도 하다.153) 즉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이면서 동시에
주체의 통제 하에 있었던 ‘안전한 세계’의 감각을 파괴하고 자아의 연속성을 중단시키
는154), 체화된 주체의 통합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150) Liz Kelly,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2002[1987], pp.134~135.
151) Michelle J. Anderson, “All-American Rape”, 2005, p.641.
152) 양선숙, “성폭력, 외상후장애(PTSD), 그리고 섹슈얼리티”, 한국여성연구학회협의회, ｢여성에 대
한 폭력문화 비판과 대안｣(미간행), 2013, 143쪽.
153) Shafer & Frye(1977)은 강간의 해악을 설명하면서 영토 개념을 사용한다. 개인이 살아가는 영토
의 중심에는 판단 능력, 자기 인식 능력, 숙고 능력과 선택 능력 등의 개인 자산이 있고, 자산의
실질 거주지인 신체가 있는데, 영토의 중심부를 침범하는 것은 개인에게 최대한의 해를 가하는 것
이라고 한다. 강간은 정체성의 중심에 연관된 부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여성을 분열시킬 위험이
있으며 여성을 인간 이하로 만드는 범죄라고 비판한다. Carolyn M. Shafer and Marilyn Frye,
“Rape and Respect”, Feminism and Philosophy, M. Vetterling-Braggin, F. Elliston and J.
English eds., Savage, MD: Rowman and Littlefield, 1977. 로즈마리 통, ｢페미니즘 사상: 종합
적 접근｣, 이소영 옮김, 서울: 한신문화사, 1995[1989], 171쪽에서 재인용.
154) Susan J. Brison, ｢이야기해 그리고 다시 살아나｣, 여성주의 번역모임 ‘고픈’ 옮김, 서울: 인향,
2003[2002], 88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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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의 이해
1. 장애의 정의
(1) 장애의 의료적 모델과 우생학
장애를 정의하는 데 있어 가장 오래되고 현재까지도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견해는 의료
적 모델(medical model)이라 할 수 있다. 의료적 모델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
(impairment)이 장애의 본질이라고 본다. 손상이 있는 사람은 바로 그 손상 때문에 기
회가 제한된다고 한다. 손상과 장애의 연관은 필연적이다. 다만 손상의 정도나 범위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다.155) 손상은 생물학적 결정이거나 장애인 개인의 비극일 뿐이
며, 손상이 야기하는 기회의 제한에 사회적인 차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의 손상은
극복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의학적 치료를 통하여 개선할 수 있고 개선되어야 하는 질병
의 일종156)이다. 의료적 모델은 역사적으로 19세기 우생학, 사회진화론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적자생존과 자연도태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진화론은 생존 경쟁에서 승리한
자의 생존을 자연스러운 법칙으로 받아들인다. 강자가 살아남고 약자가 도태되는 것은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장애인은 약자로서 도태되어
야 하는 집단이었다.
같은 맥락에서 우생학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장애의 억제를 주장하였다. 인간의 유전형
질을 개선하여 인간 ‘종’을 개량한다는 우생학(eugenics)157)은 부적자(the unfit)의 생식
을 제한하는 소극적 차원과 적자(the fit)의 생식을 장려하는 적극적 차원에서 논의되었
다.158) 부적절한 유전형질의 확산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 장애에 대한 치료
155) Becky Cox-White and Susanna Flavia Boxall, “Redefining Disability: Maleficent, Unjust
and Inconsistent”, Journal of Medicine & Philosophy 33(6), 2008, p.558.
156) 이동석, “장애학의 다중 패러다임과 한국 장애인복지의 성격: 장애인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
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제56권 제3호, 2004, 228쪽.
157) ‘우생학’은 1883년 Francis Galton이 처음 사용한 용어이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관은 플
라톤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염운옥(2004)는 20세기 중반 이후 우생학은 정당성을 상실
하였지만 우생사상은 “일종의 초역사적 멘탈리티”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우생학과 우생사상을 구별
하고자 한다. 염운옥, “영국의 우생학 운동과 산아제한: 단종법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영국사학
회, 영국 연구 제12권, 2004, 235쪽.
158) 염운옥, “우생학과 여성: 골턴, 피어슨, 살리비를 중심으로”, 영국사학회, 영국 연구 제1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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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회복지, 빈민구제조차 자연도태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았으며159) 부적자로서의 장애
인 격리와 ‘단종’ 정책이 정당화되었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던 시설
수용은 점차 장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변질되었다.160) 장애가
유전된다는 인식에 따라, 장애인의 이성교제와 결혼을 공공연하게 막거나 불임수술이 시
행되었다. 미국,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단종법이 시
행되었고161) 영국에서는 법의 시행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우생교육협회(Eugenics
Education Society)가 설립되어 단종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이 지지를 얻었다.162) 비슷한
시기에 독일의 나치는 인간 종의 개량을 위해 10만여 명의 장애인을 대량학살하였다.163)
인간 종의 개량이라는 목적이 더 이상 공공연한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부
분의 낙태를 금지하면서도 ‘우생학적 사유’에 따른 낙태는 허용하는 모자보건법164),
1999년까지 남아있던 국가의 장애인 불임수술 명령 근거 규정165)166), 장애인의 안락

2005, 94쪽.
159) 김정애,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1999, 36쪽.
160) 조한진,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12권
제4호, 2011, 10쪽.
161) 나영정, “우생학 비판과 탈병리화에서 시작하기”, ｢우생학, 낙태, 모성권, 자기결정권: 장애여성
재생산권 논의를 시작하며｣, 장애여성공감, 재단법인 동천, 2014, 10쪽.
162) 염운옥, “영국의 우생학 운동과 산아제한”, 2004.
163) 조한진,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 2011, 10쪽.
164) 우리 법에서 낙태는 형법에 따라 전면 금지되며 모자보건법상 5가지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에
해당될 때에만 예외적으로 처벌이 면제된다. 처벌 면제 사유 중 하나는 ‘우생학적 사유’로서 본인
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
인, 배우자의 동의가 있으면 의사는 임신 24주 내에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모자보건법 §14
①) 인공임신중절이 허용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란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을 말한
다. 우리 법의 인공임신중절 허용 사유는 매우 좁아서 실제로 행해지는 대부분의 낙태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은 ‘우생학적’ 사유의 이름으로 태아의 장애 가능성을 낙태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165) 모자보건법은 1973년 제정 당시부터 질환의 유전 방지를 위한 공익 목적의 불임수술을 규정하고
있었다.(§9) 의사가 환자를 진단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환에 이환된 것이 확인되고, 유전
또는 전염 방지를 위하여 불임수술을 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
에게 불임수술 대상자의 발견을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보건사회부장관은 환자에게 불임수
술 명령을 발할 수 있었다. 이 규정은 1999.2.8. 개정에서야 “인권침해의 논란”을 이유로 폐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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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167) 인간 게놈 연구(human genome project)에 이르기까지 우생학은 현재에도 많은
영역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우생학적 관념에서 장애는 억제하고 없애야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따라 의료적
모델에서 장애는 치료, 특수교육, 재활의 대상이 될 뿐이다. Cox-White et al.(2008)은
의료적 모델에서는 손상이 특정한 맥락에서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인된다
고 비판한다.168) 의료적 모델은 장애인이 직면하는 문제들을 기껏해야 개인의 불운 탓이
라고 여기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억압, 차별의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의료적 모델의 관점에서 장애의 개념은 의학적 진단의 영역이지 논쟁 가능한 범
주가 아니다.

(2) 장애의 사회적 모델
의료적 장애 개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을 개인의 손상으로부터
사회의 억압으로 전환한 태도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이다. 사회적 모델은
1970년대에 영국에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장애 현상의 본질이 개인의 손상이
아니라 손상을 가진 개인에 대한 사회의 억압에 있다고 보았다.169) 사회적 모델은 손상
과 장애를 구분하는 특징을 갖는다. 의료적 모델이 장애로 이해하였던 개인의 기능적 제
다. 본 조항의 폐지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 조항의 적용으로 강제불임수술을 받은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협조 하에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이 시행된 사례가
발견되었는데, 1983년부터 1998년 사이에 지적장애인 시설 거주자 66명(남성 40명, 여성 26명)이
강제불임수술을 받았다. 불임수술을 시행한 시설 중 4곳은 관할 보건소의 도움을 받아 가족계획협
회 지정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1곳은 가족계획협회 지역 지부 부속 의원에서 수술을 하였
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은 성적 주체로서의 권리가 부인되고 온전히 타의에 의하여 생
식 능력이 제거되었다. 연합뉴스, ““장애인 강제불임수술 자행””, 1999.8.19.; 김홍신, “장애인 불
법․강제 불임수술 실태와 대책에 관한 조사보고서”, 1999, 2쪽; 진경, “재생산권 논의의 쟁점과 한
계”, ｢우생학, 낙태, 모성권, 자기결정권: 장애여성 재생산권 논의를 시작하며｣, 장애여성공감, 재단
법인 동천, 2014, 63~64쪽.
166) 동 규정의 폐지 이후 한 일간지에는 ‘유해한 유전인자의 단종이 더 인간적’이라면서 불임수술 명
령 조항 폐지를 비판하는 주장이 실리기도 했다. 조희도,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한 강제불임 시
술”,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제13호, 1999, 33쪽.
167) 조한진, “장애학에 대한 재고찰”, 2011, 10~11쪽.
168) Becky Cox-White and Susanna Flavia Boxall, “Redefining Disability”, 2008, p.558.
169) 남찬섭, “사회적 모델의 실현을 위한 장애정의 고찰”, 2009, 163~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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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사회적 모델은 ‘손상’으로 설명한다. 신체적 장애를 중심으로 장애를 재정의하고자
하였던 격리반대신체장애인연합(The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UPIAS)은 “사지의 전부나 일부의 상실, 또는 사지나 신체 기관 또는 구조
의 결함”을 손상(impairment)이라고 부른다. 손상과 구별되는 장애(disability)는 “신체
적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아예 또는 거의 고려하지 않아 그들을 사회 활동의 주류에의
참여로부터 배제하는 동시대의 사회 조직으로 인한 행위의 불이익 또는 제약”으로 정의
된다. 따라서 “신체적 장애는 사회적 억압의 특정한 형태”가 된다.170)
이후 정신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의 정의를 확장한 국제장애인연맹(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DPI)은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감각적 손상으로 인한 개인의
기능적 제약”으로 정의하고 핸디캡(handicap)은 “물리적, 사회적 장애물로 인하여 타인
과 동등한 수준으로 공동체의 정상적(normal) 삶에 참여할 기회가 상실되거나 제한되는
것”을 말한다고 한다.171) 각 개념의 구분은 기회의 상실이나 제한이 개인의 정신적, 신
체적 손상의 당연한 귀결이 아님을 보여준다. 국제연합(United Nations, UN)이 채택한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의 장애 정의172)는 손상과 장애를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한다. 손상이란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을 뜻하는 반면 장애는 “인간에게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또는 정
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방법으로 어떤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제약이나 결손”을, 핸디캡
은 “손상이나 장애로 인해 개인에게 주어진 불이익으로서 나이, 성별, 사회문화적 요인
에 맞는 정상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방해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

170) The Union of the Physically Impaired Against Segregation and The Disability Alliance,
“Fundamental Principles of Disability”, 1975, p.14.
171)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Constitution of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172) 이는 ‘손상, 장애, 핸디캡의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ies,
and Handicaps, ICIHD)’의 정의이다. 이후 WHO는 ICIHD-2를 거쳐 2001년 ‘기능성, 장애, 건
강에 대한 국제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
를 만들었다. ICF는 장애를 신체 기능의 손상, 활동 제한(activity limitation), 참여 제약
(participation restriction)과 환경적 요소 및 개인적 요소들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환경적 요
소는 사회적 태도, 법적․사회적 구조 등을 포함하며, 개인적 요소는 성, 연령, 교육수준, 사회적 배
경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손상이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장애로 전환된다는 관점을 반영하
고 있다. 황수경, “WHO의 새로운 국제장애분류(ICF)에 대한 이해와 기능적 장애 개념의 필요성”,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제4권 제2호, 2004, 131~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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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험하는 핸디캡은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173)
각 기관들의 정의에서 손상을 입은 사람이 겪는 사회적 제약은 ‘장애’라는 용어로 표
현되기도 하고 ‘핸디캡’이라는 용어도 표현되기도 하지만, 각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개인
의 손상이 개인이 경험하는 장애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손상은 장애 또는
핸디캡을 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장애를 기능적 제약으로만 설명하면
장애는 순전히 개인적인 문제가 된다. 휠체어 이용자가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리
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농인(聾人)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불완
전한 청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된다. 이때 장애는 장애인이 스스로 극복하여야
하는 어떤 것이 되며, 그 해답은 의료적인 접근이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는 손상이 있는
개인을 돕기 위한 특별한 혜택이고, 사회복지를 위한 국가의 예산이 충분할 때라야 고려
할 만한 영역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계단 대신 경사로가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상의 어려움
을 경험하지 않거나 적어도 훨씬 덜 경험한다. 수화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농인 공동
체 내에서 농인은 의사소통의 제한을 느끼지 못한다. 오히려 수화로 소통하는 농인 공동
체에 수화를 할 수 없는 청인(hearing people)이 함께 한다면 정 반대의 상황이 벌어지
게 된다. 청인은 수화를 알지 못하여 타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 이는 마치 그 나
라의 언어를 알지 못하는 외국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 소통 장애를 경험하는 것은 농인
이 아니라 청력 기능의 손상이 없는 청인이다.
경사로의 설치, 수화를 마치 제2외국어처럼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
록 교육하는 정책174)은 다리를 움직일 수 없다거나 들을 수 없다는 개인의 기능적 손상
을 치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휠체어 이용자와 농인이 경험하는 ‘장애’를 해소한
다. 이처럼 사회적 제도나 물리적 장애물을 수정함으로써 손상이 장애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장애는 손상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손상을 가진 사람의 필요를 방치하는 데
서 온다는 것이다.
173) U.N. Decade of Disabled Persons 1983-1992, World Programme of Action Concerning
Disabled Persons, New York: United Nations, 1983. 번역은 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 장애와
질병에 관한 여성주의 철학｣, 강진영, 김은정, 황지성 역, 서울: 그린비, 2013[1996], 43쪽을 인용하
였음.
174) 김원영, ｢나는 차가운 희망보다 뜨거운 욕망이고 싶다: 청년 김원영의 과감한 사랑과 합당한 분
노에 관하여｣, 파주: 푸른숲, 2010,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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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모델은 장애를 개인화하는 의료적 모델에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고, 장애를 장
애인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자 차별로 개념화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손상이 있는 몸, 손
상이 있는 정신을 그렇지 않은 몸과 정신에 비하여 비하하는 태도는 “편향된 사회적,
건축학적 환경에서 자원, 지위, 권력 배분의 불평등을 정당화”175)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 장애가 사회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장애의 해소에 사회적 비용을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장애차별적 사회에서 장애에 대한 지원은 권리보다는 혜택으로
설명된다.176) 그러나 대부분의 산업사회는 비장애인에게 상당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 훈련, 공공 의사소통수단, 대중교통, 공공 여가시설 등의 서비스는 삶에 필
수적이지 않은 경우조차 혜택이 아니라 권리로 이해된다. 반면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지
원은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더라도 ‘전형적 시민’의 필요와 다르다는 이유로 후순위
로 밀린다.177) 사회적 모델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데 효과적이다.

(3) 장애의 정치적/관계적 모델
하지만 사회적 모델이 설명하는 것처럼 손상과 장애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란 어렵다.
장애뿐 아니라 손상도 사회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
적 구조나 기능의 손실 또는 비정상”이라는 손상의 개념은 ‘정상’ 범주의 존재를 전제한
다. 그런데 과연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나 기능이 어느 정도여야 정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 웬델(2013[1996])은 얼마나 걸을 수 있어야 장애인이 아닌가 하
는 질문을 통해 이 질문에 답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와 대중교통이 잘 발달된 산업사회
의 도심에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걷는 거리는, 하루에 두 번씩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
에 물을 길으러 가는 아프리카 여성들이 평균적으로 걷는 거리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걸을 수는 있지만 한 번에 오랜 시간 동안 걷기는 힘든 어떤 여성은, 전자의 사
175) Rosemarie Garland-Thomson, “Integrating Disability, Transforming Feminist Theory”,
NWSA Journal 14(3),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2002, p.5.
176) 헌법재판소는 저상버스 도입의무 불이행 위헌확인 소송에서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
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장애인의 권리는 대개 사회권적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되는데, 사회권적 기본권은 즉각적으로 보장
되어야 하는 권리라기보다는 국가의 재정적 능력에 좀 더 의존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입법정책적인
성격이 강하다. 헌법재판소, 2002.12.18. 선고, 2002헌마52 결정.
177) 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 2013[1996], 87~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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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는 장애인으로 여겨질 기회가 적을 것이다. 하지만 후자의 사회에서는 삶의 유지
에 반드시 필요한 물을 구하러 갈 수 없으므로 여성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
하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될 수 있다.178)
‘정상’의 범주가 사회마다 다르다면, ‘정상’의 외부를 말하는 손상 역시 사회마다 다르다.
또한 사회적 모델은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장애를 설명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장애와 정상신체성(able-bodieness) 개념은 ‘장애인’으로 이름 붙
여진 사람과만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래의 평균 키보다 작은 어린이, 정신적, 신
체적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는 노인은 장애인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장애 개념의 영향을
받는다. 치료받아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는 정도나 복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 사회가 장애로 분류하는 정도가 어떠한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또한
장애인의 가족이나 친구 등 장애인의 주변 사람들은 본인이 직접 손상을 경험하지는 않
지만 장애차별주의(ableist)적 태도와 사회적, 물리적 장애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179)
그렇다면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하는 독자적인 기준점이 존재한다거나 장애가 타인과 분
리된 개인에게만 경험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장애가 고립된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비로소 발생하며 관계를 통하여 경
험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장애의 탈정치화를 거부하는 관점180)이 장애의 정치적/관계적
모델(political/relational model)이다. 장애의 정치적/관계적 모델은 사회적 모델과 마
찬가지로 장애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데 동의한다. 장애의 문제는 “특정한 종류의 신
체, 정신, 존재 방식을 배제하거나 낙인찍는 환경과 사회적 양식에서 비롯되는 것”181)이
지 개인의 손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Kafer(2013)은 휠체어 이용자를 예로 들어 정치적
/관계적 모델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휠체어 이용자는 의료적 모델에서는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아, 두 발로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설명될 것이다. 만일 치료에
실패한다면 개인적으로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악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치적/관계적 모델은 “특정한 정신과 신체에 정상성과 일탈을 귀속시키는 이데

178) 수전 웬델, ｢거부당한 몸｣, 2013[1996], 44~45쪽.
179) Alison Kafer, Feminist, Queer, Crip, Bloomington, 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2013, p.8.
180) Alison Kafer, Feminist, Queer, Crip, 2013, p.8.
181) Alison Kafer, Feminist, Queer, Crip, 2013, 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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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적 체계, 접근하기 어려운 건물, 차별적 태도”에서 문제를 찾아내고, 의료적 치료
가 아니라 사회적 변화와 정치적 변형을 통하여 장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182)
정치적/관계적 모델에서 손상과 장애는 둘 다 경합 가능한,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
념이다. Kafer(2013)은 장애라는 용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장애의 범주를 질
문한다. 그 결과 장애를 확고하게 정의하기보다는 “집합적 동질성(collective affinity)”
개념을 통해 장애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다. 집합적 동질성은 “사회가 개인에게 귀속시
켜왔던, 그리고 개인들을 배제하거나 종속시키려 노력해왔던 신분(identification)을 이
용”183)하여 개인들로부터 공통적인 동질성을 추출한다. 장애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몸과
다양한 정신이 장애로서 집합적 동질성을 가진 것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
관계적 모델에서는 지적장애나 이동성 장애처럼 의료적 모델에서도 장애로 이해되는 종
류의 장애들만이 아니라 의료적 진단이나 보험 혜택을 받는 범주에 포함되지도 않고 외
견상으로는 고통이 드러나지 않는 만성질환까지도 장애의 범주로 논의할 수 있다. 지적
장애나 이동성 장애와 만성질환이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이 아니라, “장애가 있다
(disabled)거나 아프다는 이름이 붙여지고 그 결과 차별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184) 즉,
서로 다른 장애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은 같은 증상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회적, 정
치적 환경이 이들을 같은 집단으로 구축하였기 때문에 장애라는 범주로 긴밀하게 묶일
수 있게 된다.185) 그래서 의료적 진단에 의해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원인 불명의 만성
통증도 집합적 동질성 개념을 통해서는 장애로서 설명할 수 있으며, 진단이 없이도 일상
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장애에 대한 이와 같은 접
근은, 장애와 비장애의 이분법적 구분을 거부하고 장애의 경계가 투과적(permeable)임
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186)
182) 그렇다고 하여 의료적 치료를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지는 않는다. 다만 의료적 진단과 치료가 이
데올로기적 편향에 물든 것임은 인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Alison Kafer, Feminist, Queer,
Crip, 2013, 6쪽.
183) Joan W. Scott, “Cyborgian Socialists?”, Elizabeth Weed ed. Coming to Terms: Feminism,
Theory, Politics, vol.3, New York: Routledge, 2012, p.216.
184) Alison Kafer, Feminist, Queer, Crip, 2013, p.11.
185) Simi Linton, Claiming Disability: Knowledge and Identit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98, p.4.
186) Licia Carlson, “Cognitive Ableism and Disability Studies: Feminist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Mental Retardation”, Hypatia 16(4), 2001, 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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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여성의 경험과 정체성
(1) 우리사회에서 장애여성의 현실
이하에서는 국가 통계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지표들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처한 현실을 간략하게나마 조명하여 보도록 한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
여 전반적으로 기회에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장애여성은 장애남성에 비하여
진학률과 취업률이 낮고, 단순 업무에 종사하고, 직장 내에서 더 낮은 지위에 있고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복지 수혜도 더 적게 받는 경향이 있다.187) 각종 지표의 성차는 비
장애인보다 장애인 사이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장애인의 교육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장애남성은 27.7%가 초졸 이하, 20.2%가 대졸
이상인 데 반하여 장애여성 중 57.8%가 초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고 대졸 이상은
8.6%에 그친다. 장애여성 중 21.0%는 무학이다.
<표 2-1> 성별 장애인의 교육 정도
(단위: %, 명)

학력

성별
남성

여성

무학

4.7

21.0

초등학교

23.0

36.8

중학교

17.7

14.2

고등학교

34.5

19.3

대학 이상

20.2

8.6

계

100.0

100.0

전국추정수

1,519,963

1,115,189

김성희 외,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493쪽.

<표 2-2>와 같이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성차는 22.2%,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 성차는 30.6%로 장애 인구의 성차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장애여성의
187) 전기택, 황정임, 김고은, ｢여성장애인 지표 개발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 29~33
쪽.

- 60 -

경제활동 참가율은 21.9%로 장애남성(52.5%) 및 전체 여성(52.5%)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표 2-2> 장애여부별 성별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 %)

성별

장애여부

남성

여성

장애

52.5

21.9

전체

74.4

52.2
2014.5.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117쪽.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행정구역(시도)/성별 경제활동인구’

장애여성이 주로 종사하는 직업을 전체 여성, 장애남성과 비교하여 보면 <표 2-3>과
같다. 장애여성의 32.4%가 특별한 숙련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전체 직업 중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장애여성이
다. 그 비율은 전체 남성의 3배, 전체 여성의 2배이다. 장애남성 취업자 중에서도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장애남성 중 가장 많은 26.7%가 기능, 기계조작에
종사하고 있고, 단순노무 종사자는 장애여성보다 8.6% 낮다.
<표 2-3> 장애여부별 성별 취업자의 직업
(단위: %)

직업

전체남성

전체여성

장애남성

장애여성

관리자·전문가

20.5

22.4

9.4

7.3

사무 종사자

15.3

18.9

9.3

8.6

서비스·판매 종사자

16.5

30.2

11.2

28.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6.0

5.9

19.1

14.2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30.8

6.4

26.7

8.5

단순노무 종사자

10.8

16.2

23.8

32.4

모름/응답거절

-

-

0.6

0.8
2014.5. 기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50쪽.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성/직업별 취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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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들의 상당수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표 2-4>를 보면, 임금근로자인 장
애여성의 63.4%가 비정규직이다. 전체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 26.6%와 비교해보면 상당
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애남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51.0%로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상
회하며 전체 여성의 39.9%보다 높지만 장애여성보다는 12.4%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
다.
<표 2-4> 장애여부별 성별 비정규직 비율
(단위: %)

성별

장애여부

남성

여성

장애

51.0

63.4

전체

26.6

39.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20쪽, 2014.5. 기준.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성/연령별 근로형태(비정규직)별 취업자’, 2014.8. 기준.

장애여성이 미숙련 직업에 더 많이 종사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현실은 임금에도
반영된다. <표 2-5>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여성 95
만 2천원, 남성 180만 8천원으로, 장애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52.7% 수준이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 68.1%보다 15.4% 더 낮은 것으로서, 비장애인
에 비하여 장애인의 성별 임금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난다. 또한 장애여성은 전체 여성에
비하여 절반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
<표 2-5> 장애여부별 성별 월평균임금 및 성별임금격차
(단위: 만원, %)

구분

전체남성

전체여성

장애남성

장애여성

월평균임금

298.6

203.3

180.8

95.2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

68.1

52.7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254쪽.
통계청, ｢2014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8쪽.

교육과 경제 지표는 장애인 중 여성이 남성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복지의 주된 수령자는 남성이다. 등록 장애인 중 남성의 비율은 58.1%이지
만188) 장애연금 수급자의 84.8%가 남성이며 장애연금 총액의 86.1%가 남성에게 지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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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표 2-6> 성별 장애연금 수급자
(단위: 명, %)

성별

장애등급

전체

1급

11,292

9,747

86.3

1,545

13.7

2급

25,302

21,505

85.0

3,797

15.0

3급

38,447

32,346

84.1

6,101

15.9

전체

75,041

63,598

84.8

11,443

15.2

남성

여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통계연보 2013｣, 274쪽.

<표 2-7> 성별 장애연금 지급액
(단위: 백만원, %)

성별

장애등급

전체

1급

66,879

58,213

87.0

8,667

13.0

2급

121,795

105,297

86.5

16,498

13.5

3급

137,494

117,378

85.4

20,116

14.6

전체

326,168

280,887

86.1

45,281

13.9

남성

여성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 ｢국민연금통계연보 2013｣, 276쪽.

장애여성은 국민연금 등 연금 가입 비율도 낮게 나타난다. <표 2-8>과 같이 국민연금
가입률은 장애남성이 46.4%인 데 반하여 장애여성은 19.7%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연금
은 남성도 4.3%로 낮지만 여성은 3.0%로 더 낮게 나타났다. 장애여성의 연금 가입률이
낮은 것은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적은 수입, 높은 비정규직 비율 등의 귀결이다. 장애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주변화됨으로써 노년기의 경제적 대비에서 남성보다 더욱 어려움
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18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 장애인통계｣, 2014, 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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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성별 가입한 연금 종류
(단위: %)

연금 종류

성별
남성

여성

국민연금

46.4

19.7

개인연금(사적)

4.3

3.0

김성희 외,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598쪽.

복지사업 실시기관의 이용 경험은 남성과 여성 모두 매우 낮아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표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애남성의 기관 이용 경험도
매우 낮은 편이지만, 자립 지원 관련 기관 외에 직업재활시설, 복지관, 보호시설, 장애아
동 및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특수교육 등 교육 시설의 이용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좀 더
낮은 경험률을 보이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이용 경험률은 남성이 3.2%인 데 비하여 여
성은 2.6%로 더 낮고,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은 남성이 5.9%, 여성이 5.6%로 남성이
좀 더 높은 편이다.
<표 2-9> 성별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 경험
(단위: %)

기관

성별
남성

여성

직업재활시설

3.2

2.6

장애인복지관

9.8

9.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

0.9

장애인자립생활센터

0.2

0.6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0.3

0.5

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

0.6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5.9

5.6

특수교육지원센터

1.8

1.2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

0.8

0.5

김성희 외,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582~587쪽.

이상의 지표들은 장애여성의 적은 교육기회, 낮은 경제적 참여, 불안정 고용과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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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낮은 복지 서비스 이용 등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는 장애여성의 사회적 배제와 차
별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장애여성의 사회적 교류 기회를 제한하고 가족 등 주변인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경험 연구들은 공통적으
로 피해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놀림 당하고 따돌림을 받는 등 주변에서 고립되고 부모의
적절한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자란 경우가 많음을 지적한다.189) <표 2-10>의 2011년 발
달장애인 욕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의 60.1%, 발달장애여성의 61.9%가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고, 친한 친구 수의 평균은 각각 1.4명에 불과하였다. 발달장애여성
의 69.4%는 친한 장애인 친구가 없었고, 80.8%는 친한 비장애인 친구가 없었다. 사귀는
친구들의 수에 대해서는 장애여성의 38.7%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190) 발달장애여성
중에서 문화나 여가활동을 친구나 연인과 즐기는 비율은 3.3%에 불과하였다.191) 이와
같은 결과는 장애여성이 삶에서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임을 확인하
여 준다.
<표 2-10> 발달장애인의 교우관계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친한 친구 없음

친한 장애인 친구 없음

친한 비장애인 친구 없음

지적장애

60.1

68.3

79.9

자폐성장애

65.2

70.4

86.1

여성

61.9

69.4

80.8

남성

59.7

67.8

80.2

60.5

68.4

80.4

성별
전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54~55쪽.

장애여성의 경험은 성차별적 사회에서 장애남성보다 낮은 지위와 장애차별적 사회에

189) 오혜경, 김정애,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서울: 학지사, 2000, 62쪽 이하; 곽민영, ｢정신지체여
성의 성폭력 생존 경험에 대한 연구｣, 2007, 52쪽; 홍정련,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여성의 삶의 경
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2014, 38~41쪽; 문현주,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경험｣, 2015,
75~76쪽.
190)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외,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4, 548쪽.
19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위한 욕구조사 및 정책과제 수립연구｣, 보건
복지부, 2011,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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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비장애여성보다 낮은 지위를 보여준다. 하지만 장애여성의 현실을 성차별과 장애차별
의 합산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성차별은 비장애여성과 장애여성 모두에게
적용되고, 장애차별은 남녀 장애인 모두에게 해당되지만, 장애여성의 경험은 비장애여성
이나 장애남성의 차별 경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으로까지 확장된다.

(2) 장애여성의 정체성
여성주의 이론에서 장애에 대한 연구는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의 부
당함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하여 차별받지만 성차별로 인하
여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차별적인 위치에 놓인다는 것이다. 즉 장애여성
은 성차별과 장애차별의 ‘이중차별(double discrimination)’192)에 직면한다고 본다. 장애
여성의 경험을 ‘이중차별’로 설명하는 입장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들
이 억압에 기여하는 바를 분석함에 있어, 새로운 정체성을 ‘추가하는(additive)’ 태도를
취한다. 장애여성은 남성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차별에 비장애중심적 사
회에서 장애인으로서 경험하는 차별이 덧붙여지면서 ‘이중적인 고통’을 겪는다고 한다.
따라서 장애여성이 차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성차별과 장애차별 각각에 도전하는 것이
다. 이때 장애여성의 성차별에 대한 도전은 ‘여성’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다. ‘여
성’은 동질성을 갖는 집단으로서 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단일한 차별과 이익을 경험하는
존재로 상정된다.
여성들이 여성으로서 공통적인 억압을 받는다는 관념은 흑인 여성주의를 중심으로 여
성 내부의 차이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전받기 시작하였다. Harris(1990)은 인종, 계급, 성
적 지향 등 다른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인, 단일하고 본질적인 ‘여성의 경험’이 존재한다
는 관념을 ‘젠더 본질주의(gender essentialism)’라 부른다.193) 본질주의는 ‘여성의 경험’
뿐 아니라, ‘흑인의 경험’처럼 집단을 대표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고 보고, 여성의 경험
과 흑인의 경험이 합산되어 ‘흑인여성의 경험’을 구성한다고 여긴다. 젠더 본질주의는
192) 김정애,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1999; 오혜경, 김정애,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2000, 34쪽; 권명옥, 서은정, 이한우 외, “장애를 지닌 여성인력에 대한 취약구조 분석과 지원체
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소, 재활과학연구 16권 제1호, 2000, 2쪽 등.
193) Angela P. Harris, “Race and Essentialism in Feminist Legal Theory”, Stanford Law
Review 42, 1990, p.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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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lman(1988)이 지적한 다음과 같은 5가지 가정 위에 서 있다. ① 여성은 ‘여성으로
서’ 이야기될 수 있다. ② 여성은 ‘여성으로서’ 억압받는다. ③ 젠더는 인종, 계급, 민족
성과 같이 사람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관련된 다른 정체성의 요소들과는 분
리될 수 있다. 그러므로 성차별주의는 인종차별주의, 계급차별주의 등과 분리될 수 있다.
④ 여성의 지위는 남성의 지위와 대조될 수 있다. ⑤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백인과 흑

인, 기독교도와 유대교도, 부자와 빈자 등 다른 억압자/피억압자 집단 간 관계와 비교가
능하다. 그래서 흑인, 유대교도, 빈자 등이 처한 상황을 여성이 처한 상황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194)
그러나 이러한 전제 위에서 이야기되는 ‘여성성’이란 모든 여성의 경험을 말해주는 것
이 아니라 백인, 중산층, 비장애, 이성애 여성과 같이 젠더 외의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
을 받지 않는 극소수 여성의 경험을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195) 장애여성은 여성
집단의 단일성, 장애인 집단의 동질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정체성 범주이다. 장애여성의
삶은 훨씬 더 복합적이고, 모든 여성은 서로 다른 경험을 한다. 모든 사람은 다수의 정
체성을 갖는다. 이 정체성들은 산술적으로 합산될 수 없다. 다수의 정체성들이 상호작용
을 통하여 경험의 다층적인 차원을 만들어내는 것을 Crenshaw(1991)은 정체성의 교차
성(intersectionality) 개념을 통하여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여성주의와 반인종주의 정치
학이 유색인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를 주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결과를 야기한다고 역설
하면서 유색인 여성의 차별 경험을 인종 차별 또는 젠더 차별로만 파악하고자 하면 유
색인 여성의 삶에서의 총체적인 차별 경험을 포착할 수 없다고 하였다. 예컨대 가정폭력
이나 강간 등 여성의 폭력 경험에 대한 미국의 피해자 구제 정책이 백인 중산층 여성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흑인 여성의 필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
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강간은 단지 성차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강간 피해를
입은 유색인 여성의 지원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인 차원을 망라하는 것이어야

194) Elizabeth V. Spelman, Inessential Woman: Problems of Exclusion in Feminist Thought,
Boston: Beacon Press, 1988, p.165.
195) Lorde(1984) 또한 백인 여성이 자신들의 경험을 여성운동의 의제로 삼고, 인종, 계급, 성적 지
향, 연령의 차이를 간과한다고 지적한다. “사실상 존재하지도 않는 자매애라는 말로 포장”되어 여
성이 동질적인 경험을 하는 것처럼 전제한다는 것이다.

Audre

Lorde,

Sister Outsider,

Trumansburg, NY: Crossing Press, 1984. 제인 프리드먼, ｢페미니즘｣, 이박혜경 옮김, 서울: 도
서출판 이후, 2002, 14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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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한다고 한다.196)
교차성 개념은 장애여성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 장애여성의 젠더 정체성은
장애 정체성을 통하여 정의되며, 장애 정체성은 여성이라는 젠더 정체성에 의하여 정의
된다. 때문에 장애여성은 여성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인 여성이 아니라 장애여성이라는
제3의 고유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시각은 장애여성을 여성이나 장애인으로서 본
질화하지 않고 정체성 내부의 차이에 주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여성의 다층적인 경
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장애여성은 종종 “장애인으로도 여성으로도 간주되지 않”는다.197) 가부장제는 여성을
성적으로 통제하고 여성에게 어머니 역할을 강제한다. 여성은 수동적 섹슈얼리티로 사회
화되고, 남성의 성적 대상이 되며, 임신과 출산, 양육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여
성주의는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되지 않고 어머니 역할을 강요받지 않으며, 성적 존재가
아닌 다른 역할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장애여성은 여성성 자체를 부정당한다. 비장애여성이 사회적으로 여성에게 요
구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제한적인 사회적 자원조차 얻을 기회가 박탈
되는 것이다. 장애여성은 성적인 존재로 인정되지도 않고 성적 결함이 있을 것으로 의심
받으며, 재생산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장애여성의 재생산 행위는 통제되어야 하
는 것으로 인식된다. 장애여성이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 더 나아가 장애의 유전을 막아야 한다는 우생학적 논리에 따라
출산은 억제되고 낙태는 권장된다. 심지어는 국가가 우생학적 차원에서 불임수술을 실시
하기도 하고, 성폭력에 대한 우려로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불임수술이 행해지기도 한다.
장애여성이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그로 인한 임신을 막고자
하는 것인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방지를 위하여 불임수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장애여성이 스스로 원하여 임신이나 출산을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
절하지 않다는 무성화의 가정에 기초한 것이다.198)
196) Kimberlé Crenshaw, “Mapping the Margins: Intersectionality, Identity Politics, and
Violence Against Women of Color”, Stanford Law Journal 43(6), 1991, pp.1245~1251.
197) 김은정, “다양한 몸의 평등한 삶을 꿈꾸며”, 생각의나무, 당대비평 제15호, 2001, 189쪽.
198) 김경화, “장애여성과 모성경험의 이중적 의미”, 한국가족학회, 가족과 문화 제15집 제3호,
2003, 7~8쪽. 김경화(2003)은 주로 지체장애여성의 신체의 손상과 관련된 논의를 다루고 있으나,
지적장애여성 또한 낮은 지적 능력을 이유로 하여 아내, 어머니로서 여성의 성역할을 수행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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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경험은 장애여성의 경험을 반영하지 않은 여성주의가 주장해
왔던 재생산권의 논의들을 역전시킨다. Kallianes et al.(1997)에 따르면 장애여성에게
중요한 재생산권은 출산을 조절할 권리만이 아니라 ‘성적인 존재로 인식될 권리, 장애를
가진 자녀라고 하더라도 임신, 출산할 권리, 어머니 역할에 적합하다고 간주될 권리, 유
전적 기술의 사용을 거부할 권리’ 같은 것들이다.199) 이러한 논의들은 장애여성이 비장
애여성도, 장애남성도 경험하지 않는 특유한 경험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의 정체성에서 비롯된 차별 경험을 합산하여 그의 지위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
는 각각의 지배체계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다. 본질주의적 입장
에서는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정체성이 중첩될수록 더욱 취약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추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배체계는 독자적으로 작동하는 것만은 아니다. 젠더, 장애, 인
종, 계급, 민족,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수많은 지배와 억압의 체계는 상호 교차하면
서 서로를 지탱하고 지배를 공고히 한다. Razack(1994)는 이를 “지배의 연동체계
(interlocking systems of domination)”라고 부른다. Razack에 따르면, 우리는 스스로
를 피지배자로서 주변화된 위치에 놓을 때 비로소 안심한다.200) 우리는 여성이어서, 장
애인이어서, 유색인종이어서, 레즈비언이어서 억압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성은 젠
더 지배체계 내에서 피지배자로서 종속되는 위치에 있다고 설명될 뿐, 다른 지배체계에
서 지배자의 지위를 갖고 타인을 억압하는 데 공모한다는 점은 잘 논의되지 않는다.201)
물론 피억압자로서 자신의 주변성을 인식하는 것은 그 억압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
는 행동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202) 이는 본질주의가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지지

할 것으로 생각되거나 재생산 기능의 통제가 시도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99) Virginia Kallianes and Phyllis Rubenfeld, “Disabled Women and Reproductive Rights”,
Disability & Society 12(2), 1997, p.205.
200) 프리드먼(2002) 또한 페미니즘의 제2의 물결에서 많은 고전적 저작들이 인종주의를 성차별주의
보다 덜 ‘근본적인’ 억압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제인 프리드먼, ｢페미니즘｣,
2002, 146쪽.
201) Sherene Razack, “From Consent to Responsibility, from Pity to Respect: Subtexts in
Cases of Sexual Violence involving Girls and Wom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Law & Social Inquiry 19(4), 1994, p.894.
202) Mary Louise Fellows and Sherene Razack, “The Race to Innocence: Confronting
Hierarchical Relations among Women”, The Journal of Gender, Race & Justice 1, 1997,
p.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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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적 소수자가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가 개인적인 것이 아닌
집단적이고 사회적인 것임을 인식하는 것은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첫걸음이 된다. 여
성주의 방법론으로서의 의식고양(consciousness-raising)203)은 그와 같은 과정을 활성화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들과의 ‘공통’ 경험을 발견해내고 집
단의 동질성을 강조하여야 하며 집단 내의 차이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용성은 장애인 운동 영역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수용되어왔다. 장애인 차별에
반대하며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장애인권운동에서 주된 주체는 경증의 남성, 신체적
장애인이었다.204) 운동의 주된 주체들의 다양성이 약할수록 운동의 초점은 주된 주체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쉽다. 운동의 효율성을 위하여 장애인권운동 내에서 장애인은
장애라는 정체성 때문에 사회에서 억압받고 차별받는 보편적 경험을 가진 동질적 집단
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게 된다. 동질화의 필요성은 장애여성의 존재를 비가시화한다. 남
성 신체적 장애인의 특유한 필요를 반영한 문제가 장애인 전체의 대표적인 문제인 것처
럼 주장되면서 장애인 내부의 차이가 은폐되고 남성중심적 운동 방식은 장애여성들을
장애인권운동에서 주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본질주의적 전략은, 지배체계의 상호 연동성 때문에 성공하기 어렵다. 가부장
적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은 여성을 장애인의 위치에 둔다. 여성을 지칭하는 “불완
전한(mutilated) 남성”205), “잘못 태어난(misbegotten) 남성”206)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
듯 여성은 정상성에서의 일탈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성은 가부장적 문화가 여성을 정의
하는 바에 따라 “여성적인 처신(feminine comportment)”을 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신체
203) 의식고양은 개인의 경험을 명확히 드러냄으로써 상호 협력적으로 경험을 의미화하는 과정이다.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하였던 경험의 공유를 통해 타인의 경험과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개인적인
경험이 여성으로서 겪는 집단적인 억압의 경험이었음을 자각하게 된다. 이는 ‘개인적인 것이 정치
적인 것’임을 발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Catharine A. MacKinnon, “Feminism, Marxism,
Method, and the State: An Agenda for Theory”, Signs 7(3), 1982, pp.519~520.
204) 김효진, “장애여성운동의 흐름”, 2004, 232쪽.
205) Aristotle, Generation of Animals, Trans. A. L. Peck,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44, pp.27~28. Rosemarie Garland-Thomson, “Integrating Disability, Transforming
Feminist Theory”, 2002, p.6에서 재인용.
206) Nancy Tuana, The Less Noble Sex: Scientific, Religious and Philosophical Conceptions of
Woman’s

Nature,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3,

p.18.

Rosemarie

Garland-Thomson, “Integrating Disability, Transforming Feminist Theory”, 2002, p.6에서 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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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금지되고, 제한당하고, 배치되고, 대상화되어, “신체적으로 핸디캡을 가진 존재”
가 된다.207) 여성은 의존적이고 취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재현된다. 여성을 장애인과 동
일시하는 표현들은 여성과 장애인을 동시에 비하한다. 여성에 대한 차별에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 중 하나는 여성을 장애가 아닌 정상성의 범주에 포섭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러나 장애와 비장애,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이분법은 그대로 유지될 뿐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이분법의 토대 위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만을 제거하려 함으로써 장애차별주의에
공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구나 이와 같은 대응으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
려는 목표조차 완전히 달성할 수 없다. 정말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 ‘의존적이고
취약하고 무능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을 통해 대표될 수도 없고,
차별에서 자유로워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권운동이 성차별주의에, 여성운동이 장애차별주의에 공모하면서 각각의 차별에
대응하고자 할 때, 장애여성은 어느 편에서도 차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 아니라 온전
한 주체로 소속될 수도 없다. 성차별주의와 장애차별주의가 맞물려 작동하는 방식을 탐
구할 때라야 장애여성의 문제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 장애여성 성폭력
(1) 장애여성에 대한 이분법
MacKinnon(1989)는 여성을 ‘처녀’와 ‘창녀’로 이분화하는 태도를 비판한 바 있다. 성
폭력 관련법에서 여성은 고결한(virtuous) 여성과 부도덕한(unvirtuous) 여성, 즉 성행
위에 ‘동의할 수 없는 여성’과 ‘거부할 수 없는 여성’으로 양분된다.208) 고결한 여성은
“모든 성관계가 금지된” 여성, 처녀인 딸이나 어린 소녀이다. 반면 부도덕한 여성은 “어

207) Iris Marion Young, “Throwing Like a Girl: A Phenomenology of Feminine Body
Comportment

Motility

and

Spatiality”,

Human

Studies

3,

1980,

p.152;

Rosemarie

Garland-Thomson, “Integrating Disability, Transforming Feminist Theory”, 2002, p.6.
208) MacKinnon(1989)의 구분을 설명하는 Razack(1994)의 표현은 “‘yes’라고 말할 수 없는(who
cannot say yes)” 여성과 “‘no’라고 말할 수 없는(who cannot say no)” 여성이다. Sherene
Razack, “From Consent to Responsibility, from Pity to Respect”, 1994, p.895; Catharine A.
MacKinnon, Towards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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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한 성관계도 금지되지 않은”, 아내나 ‘매춘부(prostitutes)’이다. 전자는 성관계에 동의
하지 않을 것이고, ‘처녀’이며,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
을 것이라는 전제는 ‘동의할 수 없음’으로 변형되어 해석된다. 반면 후자는 성관계에 동
의할 것이고, ‘창녀(whores)’이며,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성관계에 동의할 것
이라는 믿음은 곧 ‘거부할 수 없음’으로 직결된다는 것이다.209)
어리고 성경험이 없을수록 ‘고결한 여성’, 보호가치 있는 여성으로 분류되기 쉽다. 13
세 미만 아동과의 성관계를 불법화하는 13세미만의제강간죄(형법 §305)와 같이, 대부분
의 국가에서 일정한 연령 이하의 아동은 본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성관
계만으로도 당연히 성폭력 피해자로 간주된다. 반면 아내와 성매매 여성은 ‘부도덕한 여
성’의 대표적 집단이다. 우리나라에서 배우자에 의한 강간은 2013년에 와서야 대법원 판
결210)로써 인정될 수 있었다. 형법은 강간죄의 객체에서 아내를 배제하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았지만,211) 법원은 해석상 아내에 대한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212)
동 대법원 판결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더라도213)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
다고 본 최초의 판결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흉기를 사용한 특수강간죄에 해당되어 폭행
209) Catharine A. MacKinnon, Towards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1989, p.175.
210)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211) 이에 대하여 ‘간음(姦淫)’의 사전적 의미가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므로, 형법이
‘성관계’가 아닌 ‘간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부부관계를 강간죄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다. 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관
이상훈, 김용덕의 반대의견. 반면 독일형법은 강간죄가 ‘혼인 외 성교’를 처벌하는 것임을 형법에
명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강간죄가 성립할 수 없었다. ‘혼인 외 성교’라는 문언은 1997
년 제33차 형법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조국, “‘아내강간’의 성부와 강간죄에서의 ‘폭행, 협박’의 정
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2001, 15~16쪽.
212) 2012도14788 판결 이전까지 아내강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대표하였던 판결은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이다. 이 판결은 “서로 새출발을 하기로 협의를 한 후 고소를 취하하
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이 뚜렷하므로, 이런 정으로 보면, 피고인과 공소외 1과의 사이에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도 없고 따라서 서로 정교승락이나 정교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정교청구권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강간으로 판단한
것은 증거의 잘못된 판단이거나 강간의 법리 오해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혼인관계의 유지가 곧 성
관계를 청구할 권리와 성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승낙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213) 2012도14788 판결에 몇 년 앞서 아내를 강간죄의 객체로 인정하였던 2008도8601 판결은 혼인
관계의 파탄, 실질적 부부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있어 원칙적으로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아내강간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도
8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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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도가 중한 ‘특수한’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성폭력이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 것인지는 아직 지켜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학계에서는 아내에 대한 성폭력이 인
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214)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선고215)를 받은 2009년까
지도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제외하는 명시적 표현을 두어, 성매매 여성에 대한 혼
인빙자간음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었다. 강간죄에는 이와 같은 문구가 없지만 성매매
여성은 사실상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216) 성매매는 ‘계약’이고 성매매
여성은 자율적 주체로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거래’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성매매 여
성은 성매매 후 돈을 받지 못한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있어도 강간의 피해자일 리
는 없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거래’를 한 것이라는 혐의는 성매매 여성에게만 해
당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여성에 대한 의심은 모든 여성에게로 확산된다. 성매매에서는
돈이 매개가 된다는 점이 거래의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의 유
지, 사랑, 결혼, 고용 지위, 기타 사회적 기회 등을 박탈당할 것을 우려한 여성이 어쩔
수 없이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면 이 또한 폭력과 강제라는 점보다는 자율적 행위자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거래’일 가능성이 더 강조되곤 한다.
이 같은 지형에서 지적장애여성이 차지하는 위치는 어디인가? 지적장애여성은 낮은
지능을 이유로 아동과 비슷한 취급을 받지만 언제나 고결한 여성의 지위를 점하지는 못
한다. 지적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과 유사하지만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또
다른 이분법에 따라 구분된다. 먼저 장애여성은 무성적인(asexual) 존재로 이해되어 성
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부정당하면서 동시에 ‘과도하게 성적이거나(hypersexual) 무분별
한 존재’로 정형화된다.217) 먼저 장애여성은 사회적으로 무성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아동
214) 김일수, 서보학, ｢새로쓴 형법각론｣ 제7판, 서울: 박영사, 2007, 160쪽; 권오걸, ｢형법각론: 이론․
판례｣, 서울: 형설출판사, 2009, 170쪽; 임웅, ｢형법각론｣ 제5정판, 파주: 법문사, 2013, 183쪽; 임
석원, “범죄성립의 관점에서 본 부부강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방향”, 법조협회, 법조 제63권
제11호, 2014. 임석원(2014)는 배우자에게 성교요구권이 있고 이에는 경미한 폭행 또는 협박을 동
반한 성기결합행위 요구권이 포함되므로 혼인 상태에 따라 아내강간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고 본다.
215) 헌법재판소 2009.11.26. 선고, 2008헌바58 전원재판부 결정.
216) 장임다혜, “성폭력 법담론: 합리적 법해석과 입법적 해결을 위하여”,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에 맞서다: 사례·담론·전망｣, 파주: 도서출판한울, 2009, 136~137쪽.
217) Kim Q. Hall, “Reimagining Disability and Gender through Feminist Studie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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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성적 욕망이 없을 것이고 성적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된다고 가정하는 것처럼 장애여
성은 성적 욕망도 없고 성적 능력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일부의 손상을 전체로
확대하고 장애를 비정상의 영역에 귀속시키는 태도를 반영한다.
장애여성 또한 성적 발달, 성적 욕망이나 성에 대한 인식, 성적 표현을 원하는 정도
등에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장애 여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218) 그러
나 장애여성이 무성적 존재라는 가정으로 인하여 적절한 성교육은 제공되지 않고 성적
주체로서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보장되지 않는다. 장애인에 대한 성교육은 전반적
으로 성적 발달에 대한 것이지만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남성은 자위행위 방법과
자위행위 후 뒤처리에 대해 교육받는 반면 여성은 생리, 임신과정, 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을 주로 교육받는다는 연구 결과219)는 장애인의 섹슈얼리티가 성별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성교육에서조차 남성은 ‘해소하여야 하는 성욕’이라는 전제 하에 타인에게 피
해를 주지 않고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중심이 되지만 여성은 수동적이고 지켜야
하는 성이 중심이 된다. 섹슈얼리티의 적절한 발현보다도 ‘지키는 것’으로서의 섹슈얼리
티 이해가 권장되는 것이다.
무성화에서 벗어나 성적 존재가 될 필요성은 장애여성의 성폭력 인식의 혼란을 야기
하고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 성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드러내고 실현하는 성적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지만, 남성중심적, 이성애중심적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의 성적 대상이 됨으로써 비로소 성적 존재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남성의 성적 접근은 장애여성을 ‘쓸모없는 장애인’이 아니라
‘성적 가치가 있는 여성’으로 인식하였다는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성적 접근은 장
애여성이 원한 것이 아니었더라도 장애여성에게 성적 대상화되는 ‘정상성’을 부여한
다.220) 때문에 장애여성은 성희롱에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자신의 욕망과 무관하

Introduction”, Kim Q. Hall
University Press, 2011, p.4.

ed.,

Feminist

Disability

Studies,

Bloomington:

Indiana

218) 이은미,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아시아여성연구 제44집
제1호, 2005, 106쪽; 이해경, 김혜원, “교사들이 지각한 지적장애 청소년들의 성교육 요구와 성행
동 경험: 초,중,고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 제11권 제4호, 2009,
26쪽.
219) 권향임, 한연숙, “생활시설 장애인의 성실태와 사회사업적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21세기사회복
지학회, 21세기사회복지연구 제2권 제1호, 2005, 9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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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성적으로 이용되는 성폭력적 관계를 사랑으로 이해하게 되기도 한다.221) 이는 장애여
성의 성적 자기결정의 조건 중 일부가 된다.
장애여성이 무성적이라는 가정은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비장애여성에 대한 성폭
력보다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장애여성은 성적 관심이 없고 성관계에 대
한 인식이 없어서 성폭력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하더라도 별로
중요한 침해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다.222) 이러한 가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
해라는 측면에서 일견 정당화될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장애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한다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폭력이 신체적 통합성을 침해
한다는 차원에서는 피해자의 장애의 종류나 정도에 상관없이 성폭력의 법익 침해를 인
정할 수 있게 된다.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성폭력이 통합적
존재로서의 한 인간의 정신과 몸을 침해하고 사람을 도구화, 비인간화한다는 데에서는
장애 정도에 따른 다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여성이 적절한 성교육을 제공받지 못하고 성적 주체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생산을
통제받는 현실은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반된 가정에 동시에 기반을 두고 있
는 것이다. 장애여성은 무성적이면서 동시에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으로 간주된다. 장애
여성에게 성적 지식을 알려주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을 것이라거나 필요하지 않을 것이
라고 생각해서이기도 하지만, 성적 지식을 알게 되면 본능적인 성적 관심이 과도하게 발
현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223) 이러한 우려는 장애여성의 무분별한 성이 임신
의 위험을 높여 책임질 수 없는 자녀를 출산하게 할 것이므로 재생산은 가급적 통제되
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지며,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피해자의 과도한 성행동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일’로 간주된다.
무성적 존재이면서 과도하게 성적인 존재라는 이분법은 성폭력 재판에서 장애여성의
피해 인정을 불안정하게 하는 원인이다. 장애여성은 ‘무성적인 여성’으로 보이는 데 성
공할수록 피해를 인정받기가 수월해진다. 반면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으로 보일수록 피
220) Janine Benedet and Isabel Grant, “Sexual Assault and the Meaning of Power and
Authority for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 Feminist Legal Studies 22(2), 2014, p.152.
221) 이은미,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 2005, 109쪽.
222) Lesley Chenoweth, “Violence and Women With Disabilities: Silence and Paradox”,
Violence Against Women 2(4), 1996, p.405.
223) Lesley Chenoweth, “Violence and Women With Disabilities”, 1996, p.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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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인정받기 어렵다. 성에 대해 무지하고 성욕이 없는 무성적인 피해자로 인정받거나,
아니면 무분별하게 성을 ‘밝히는’, 그래서 성적 통제가 필요하지만 성폭력의 피해자로
보기는 어려운 존재가 되는 양 극단을 오가는 판단은 장애여성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흔하게 일어난다.
성폭력 재판은 피해자의 광범위한 사생활 정보가 드러나는 장이다. 성인 간의 성적
행동은 대개 사생활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여겨진다. 때문에 성폭력 재판에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 공개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피해자의
성적 이력, 성적 행동, 성적 선호 등을 공개하는 것은 가급적 억제될 것이 요구된다. 미
국의 강간피해자보호법(Rape Shield Law)을 비롯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과거 성적 이력
을 피고인 측에서 방어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들이 일부 국가에서 시행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여성의 성적 이력을 비롯한 사생활을 드러내는 문제는 양날의 검이다. 지
적장애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피해자의 능력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면서 증거 제한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의 동의 능력이나 저항 능력을 부정하는 입장
과 인정하는 입장 모두 피해자의 성적 이력 증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검사는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아서 성행위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장애 때문에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저항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성적 이력을 비롯한 개인적 정보
들을 제시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거 성적 이력을 들어 피해자가 성행위의
의미, 성행위의 결과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고자 한다.224) 피고인 측의 주장
이 관철되면 강간피해자보호법의 취지는 상실되고, 피해자인 지적장애여성은 ‘성적으로
무분별한 여성’으로 분류되어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될 수 없다. 지적장애여성은 과도한
성욕을 가진 존재, 그래서 법의 특별한 보호 범위 밖에 있는 존재임이 확인된다.
그런데 지적장애여성의 성적 이력과 성적 행동, 성적 선호 등이 비장애여성 성폭력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제한되도록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적절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Razack(1994)225)는 성적 이력 증거 제한이 여성의 이분법 자체

224) Julia L. Wacker, Susan L. Parish and Rebecca J. Macy, “Sexual Assault and Women
With Cognitive Disabilities: Codifying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19(2), 2008, p.90.
225) Sherene Razack, “From Consent to Responsibility, from Pity to Respect”, 1994, p.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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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전하지 못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강간피해자보호법은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 부당하
게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피해자가 사건과 무관한 성
적 행동 때문에 부당하게 ‘창녀’의 범주로 분류되어 당해 사건에서조차 피해자성을 부인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Baldwin(1992)는 여성주의의 이러한 접근
을 ‘매춘부 아님(not a prostitute)’ 전략이라고 칭한다.226) 강간피해자보호법의 입법목적
은 별론으로 하고, ‘처녀’와 ‘창녀’는 상호의존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창녀’ 이미지를 거
부하는 전략은 곧 ‘처녀’ 이미지를 이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창녀’가 없다면 ‘처녀’도 존
재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 상에 부합
하는 ‘무성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갖는 편이 더 유리하다. 그런데 피해자가 ‘난잡한 여성
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난잡한 여성이라면 강간이 성립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
으므로 그것은 강간이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전략은 여성의 이분법 자체를 비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를 이용하고
자 한다. 여성의 이분법은 그대로 둔 채 피해자의 위치만을 ‘처녀’의 영역으로 옮기려는
태도이다. 그러나 이분법이 존재하는 한 무성적 여성의 이미지만을 획득하려는 시도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무성적 여성이 되는 데 실패한 지적장애여성은 곧바로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 즉 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또는 성을 ‘거래’한 여성의 범주
로 쉽게 미끄러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의 맥락에서 성폭력을 가능하
게 하는 요소들을 통하여 장애여성의 이분법 자체에 도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
이다.

(2) 장애여성의 성적 보호와 성적 자율성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의 심각성을 이야기할 때, 지적장애여성은 성폭력에 취약한 존재
라는 점이 강조된다. 장애에 대한 의료적 접근이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손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고 사회구조적 문제가 장애에 기여하는 바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에 대한 취약성의 원인은 개인이 가진 손상으로 설명된다.
기껏해야 반인륜적인, 괴물화된 가해자가 비난을 받을 뿐이다. 그 외에는 장애여성의 취

226) Margaret A. Baldwin, “Split at the Root: Prostitution and Feminist Discourses of Law
Reform”,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5, 1992, 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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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없다. 법은 일탈자로서의 가해자
를 가려내어 처벌하는 역할을 할 뿐, 장애여성이 성폭력 범죄에 취약하게 된 데에는 책
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장애여성의 개인적 취약성을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볼 때, 장애를 가진 개인의
성폭력 피해는 개인의 불운에 불과하고,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가해
자를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는 장애가 있는 한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
는 운명이다. 그러나 장애를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하면 다른 설명이 가능해진다. 즉 개
인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라는 피해자에게 내재된 속성 때문이 아니라, 손상을 취약성
으로 전환하는 사회적 조건 때문에 장애여성은 좀 더 쉬운 성폭력의 목표물이 된다.227)
성폭력 사건의 초점을 피해자 개인에게 맞출 것이 아니라 취약성을 만드는 조건이 무엇
인지를 질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손상에 근거한 취약성의 보호는 손상의 정도에 따라 보호 범위를 설정한다.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은 피해자의 가장 중한 장애와 덜 중한 장애를 구분하고 장애를
비장애와 구분한다. 피해자의 취약성이 더할수록, 즉 장애의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될수
록 피해자는 좀 더 수월하게 보호 범위에 편입될 수 있지만 장애의 정도가 가볍다고 평
가될수록 보호의 강도는 약화된다. 보호의 근거가 손상으로 인한 취약성이기 때문에 보
호주의적 접근 하에서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애여성이란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는 여성,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여성을 의미하게 된다.
손상을 중심으로 한 구분과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분법은 장애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 보호의 이유가 되기 때문에 장애여성
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으려면 성적 자율성을 부정당하게 되고 성적 자율성을 인정받으
려면 특별한 보호를 포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성폭력 범죄가 좁게 설정된 법현실에서 장
애여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의 포기는 곧 성폭력 피해의 부정으로 이어진다.
장애여성이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처벌에 도달하지 못하는
재판은 장애여성의 손상을 성폭력에 대한 취약성으로 전환하는 주요한 기반이 된다. 법
은 예측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예방효과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런데 처벌을 회피하는 사
건이 많을수록 장애여성 성폭력이 반드시 처벌된다는 예측가능성의 기반은 약해지고 예

227) Sherene Razack, “From Consent to Responsibility, from Pity to Respect”, 1994, p.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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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지며 이러한 법적 효과는 장애여성을 성폭력에 취약한 존재
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무능력한 장애인을 선별하여 특별히 보호하는 법의 태도는 장애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포기하는 대신 장애여성의 성적 보호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중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성적 자율성 증대가 동시에 성취되어야 하는 것임을 보
여준다. 성폭력의 예방과 폭력 피해의 인정, 그리고 적절한 피해 구제 조치는 장애여성
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성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토대이다.228) 반대로
성적 자율성의 부정은 성폭력의 식별과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성적 자율성의 보
장이야말로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의 출발점이 된다.

(3) 돌봄의 권력관계와 성폭력
장애여성은 정신적, 신체적 손상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돌봄과 의존이라는 관계
에서 권력의 불균형에 직면하고 있다. 남성의 경험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성차별적 사
회, 손상이 장애로 직결될 가능성이 더 높은 장애차별적 사회일수록 장애여성의 인간다
운 삶 혹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에는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다. 타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일부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조화된 사회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작은 것에서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장애인을 더욱 취약한 존재로
만든다. 장애인의 필요는 장애인의 ‘특수한’ 필요로 이해되고 자원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시혜적으로 제공된다. 복지 서비스가 존재하더라도 필요한 돌봄은 언제나 제공되지도 않
고 충분한 정도의 자원이 보장되지도 않는다.
돌봄은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의 위계를 만들어낸다. 돌봄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내
재된 권력 불균형은 억압의 잠재력을 수반한다. 돌봄이 자발적으로 제공될 때조차 위계
는 형성된다. 돌봄의 방식과 범위를 선택할 실질적인 권한은 대개 돌봄 제공자에게 있기
때문이다.229) 때문에 돌봄에 수반되는 조건들을 거부할 때 장애인은 관계의 단절, 기본
적 생활에 필요한 자원들까지도 포기하여야 하는 위험에 처한다.
228) Janine Benedet and Isabel Grant, “Sexual Assault and the Meaning of Power and
Authority for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 2014, p.136.
229) Anita Silvers, “Reconciling Equality To Difference: Caring (F)or Justi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ypatia 10(1), 1995,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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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여성의 의존 경험은 삶에서 단지 일시적인 데서 그치지 않고 장애가 있는 시기
전체에 걸쳐 있다. 특히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장애여성, 중증의 신
체적 장애를 가진 여성,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지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
성 등은 삶의 전반에서 통제를 경험한다. 가족과 친족, 생활시설 직원, 복지 서비스 제
공자, 교사 등의 ‘보호자’가 장애여성을 대신하여 삶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고 정작 장
애여성 본인은 배제된다.
지속적인 의존관계는 돌봄 수령자에게 순응을 요구한다. 장애여성은 어렸을 때부터 가
정에서, 학교와 복지시설에서 순응적 태도를 학습한다.230) 전통적으로 여성은 고분고분
하고 유순한 태도가 교육되고 장려되지만 장애여성에 대한 교육은 한층 더 복종을 강화
하고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231)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교육은 잘 행해지지 않는다. 때문에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 제공자의 성적 요구에도 다른 지시와 마찬가지로 순응하기 쉽고, 이와 같
은 태도는 돌봄 관계 외의 인간관계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통제의 일상화, 순응적 태도의 지지 경험은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결정권 박탈을 의미한
다.232)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성폭력 담론이 갖는 한계를 보여준다. 누
군가의 결정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의 많은 측면을 영위해온 사람이 성적 측면
에서만큼은 자기결정을 하고 강력하게 자기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
기 때문이다.
돌봄과 의존은 고용, 장애인 생활시설, 복지 서비스 같은 형태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돌봄과 의존이 생성하는 권력관계에 대한 주목은 생활시설 직원과 생활인, 고용
인과 피고용인, 의사와 환자 같은 특정한 몇몇 관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은
비장애인과의 일시적인 관계에서조차 돌봄과 의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그 관계 속에
서 당사자 간의 역동은 피해자의 순응을 강화하고 독려할 수 있다.

230) Lesley Chenoweth, “Violence and Women With Disabilities”, 1996, p.404.
231) W. M. L. Finlay and E. Lyons, “Interviews with People Who Have Mental
Retardation”, Mental Retardation 40(1), 2002, p.18. Janine Benedet and Isabel Grant,
“Sexual Assault and the Meaning of Power and Authority for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 2014, p.135에서 재인용.
232) 곽민영, ｢정신지체여성의 성폭력 생존 경험에 대한 연구｣, 2007, 74~8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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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 방법
1. 여성주의 법학 방법론
이 논문은 법이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분석함에 있어 여성주의 법
학 방법론을 사용하고자 한다. 법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가 주목하였던 문제점 중 하나는
전통적 방법론이 여성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법은 남성
의 경험과 가치를 중심에 두었고 그 결과 법적 개념과 법적 기준 또한 여성에게 불리하
게 작동하게 되었다. 법적 개념과 기준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된 것은 투표권이나 재산권
문제처럼 법이 남성과 여성에게 명시적으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이 전제하는 인간상이 남성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남성의 경험과 다른 여성의 경험
이 누락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West(1993[1988])은 법은 남성이 경험하는 해악을 보상하고, 남성이 가치를 두는 것을
보호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233) 법은 남성의 경험과 가치를 모델로 하여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험세계는 남성과 같지 않다. West(1987)234)은 ‘데이트 강간’, ‘성적 괴
롭힘(sexual harassment)’, ‘가정 폭력’ 같은 ‘모순어법’을 통해 성별에 따른 경험세계의
차이를 보여준다. ‘데이트’, ‘성’, ‘가정’은 즐거움과 쾌락, 휴식의 영역으로서, 그 안에서
권력이 존재한다거나 폭력, 차별이 발생할 것으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관계
내에서 권력의 우위를 점하는 남성들의 인식을 반영할 뿐이라고 한다. 여성주의는 이 단
어들을 ‘강간’, ‘괴롭힘’, ‘폭력’과 조합함으로써 관계 내에서의 권력과 폭력, 차별의 문제
를 폭로하였다. 자유주의 법학은 사적 영역을 국가와 법이 개입하지 않는 영역으로 두고
자 하였지만, 여성의 삶에서는 사적 영역이야말로 차별과 억압의 장이라는 것이다. 더구
나 공적 영역에의 참여가 극도로 제한적이고 주로 사적 영역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에게
있어 사적 영역에서의 권력 관계,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규제하기를 꺼리는 법
의 태도는 장애여성에 대한 억압과 폭력의 법적 승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성의 경험세계를 토대로 말하는 여성주의에는 종종 ‘여성 편향의’, ‘편파적
인’, ‘과도하게 여성주의적인’이라는 수식어가 뒤따른다.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것’
233) Robin West, “Jurisprudence and Gender”, 1993[1988], p.87.
234) Robin West, “The Difference in Women’s Hedonic Lives: A Phenomenological Critique
of Feminist Legal Theory,” Wisconsin Women’s Law Journal 3,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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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반대 의미로서 ‘여성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입장은, 여성주의가 편향된
것,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고, 그에 비하여 기존의 학문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는
전제 위에 서 있다. 그러나 일부 남성의 관점이 인간의 관점으로 대표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여성주의 방법론은 객관성을 가장하는 대신 주체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드러내
고 맥락화하는 방법을 요청한다.
여성의 경험세계를 토대로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틀에 여성을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전통적인 학문의 틀을 그대로 둔 채 기존의 학문이 관심 갖지
않았던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왜곡의 위험이 따른다. 기존의 학문이 여
성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은 여성을 연구하지 않았다는 의미와 다르다. 여성은 언
제나 남성의 관심 대상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여성 연구는 남성의 경험에 의한 연구로서
남성적 관심과 필요에 따른 여성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때문에 남성의 경험에서 필
요한 것이 연구의 범위와 방향을 결정했다. 이는 여성을 연구하기는 하되 편파적 시각에
서 분석할 위험을 갖고 있다.235) 여성의 삶의 경험을 반영한다는 것은 여성의 경험으로
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며, 단순히 여성들의 구체적 경험세
계를 드러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성별 지배체계를 가시화하는 것이고, 피지배자로서의
여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피지배자로서의 여성의 경험을 드러내고자 하는 견해는 배제된 자(the excluded)의
관점으로부터 출발하고자 하는 Bartlett(1989)의 여성주의적 실천적 논증(feminist practical reasoning)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Bartlett이 여성주의 법학의 논증 방법 중 하나
로 들고 있는 여성주의적 실천적 논증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숙고 모델과 배제된
자의 관점의 발견 및 설명에 대한 여성주의의 집중을 결합한 형태이다.236) 실천적 논증
은 배제된 자의 구체적 경험을 드러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개념중심적인
전통적 법학의 접근에 비하여 경험중심적인 특성을 보인다.237) 실천적 논증은 문제를 이
235) Sandra Harding, “Introduction: Is There a Feminist Method?”, Sandra Harding ed.,
Feminism and Methodology: Social Science Issue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p.4.
236) Katharine T. Bartlett, “Feminist Legal Methods”, Harvard Law Review 103(4), 1989, p.850.
같은 글에서 Bartlett은 여성문제의 제기, 여성주의적 실천적 논증, 의식고양을 여성주의 법학의 주
요한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237) 박은정, “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 한국법철학회 편, ｢현대법철학의 흐름｣,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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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법적인 충돌로 보지 않는다. 모순된 원칙들 중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순들을 통하여 새로운 통찰에 도달하고자 한다.238) 해석법학이 정치,
사회, 역사로부터의 분리를 요청하였다면 여성주의적 실천적 논증은 오히려 정치적, 사
회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구체적 사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여기며,239) 추상화된
개념을 통한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특수성에 맞는 해결책을 찾는다. 그러한 면에서 실
천적 논증은 맥락적 논증(contextual reasoning)240)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다면 피지배자이자 배제된 자로서의 여성의 관점, 장애여성의 관점은 어떻게 발견
되고 이해되어야 할 것인가. 여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가부장적 관점’과 구
분되는 ‘여성의 보편적 관점’이 존재함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남성만이 아니라 여성
들도 계급, 인종, 민족, 장애, 성적 지향, 종교, 연령 등 수많은 차이가 내부에 존재하므
로 어떤 단일한 경험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여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세상을 본다고
할 때 근간이 되는 여성의 경험이란 단수가 아닌 복수의 ‘여성들의 경험들’을 말한
다.241) 여성의 경험은 무수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가부장적 관점과 같은 모습을
취하기도 한다. 양현아(2004)는 여성의 관점을 구성하기 위하여 발굴하여야 하는 여성의
입장, 체험, 고통, 기쁨을 여성의 ‘목소리’로 표현한다. 여성의 ‘목소리’는 관점, 시각에
비하여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원초적인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여성의 목소리를 기록하
고 여성학적, 사회학적, 법학적 해석과 의미 부여를 통하여 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본
다.242) 이때 여성의 목소리가 날것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요구한
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MacKinnon(1983)이 성별 권력 하에서 여성의 소통
은 불평등한 조건 하에서의 소통이라고 지적하였듯이243) 여성의 목소리는 구조의 영향
을 받으며 여성이 위치한 권력 관계를 반영한다. 하지만 급진주의의 입장처럼 여성의 목
1996, 283쪽.
238) Katharine T. Bartlett, “Feminist Legal Methods”, 1989, p.851.
239) 박은정, “여성주의와 비판적 법이론”, 1996, 284~285쪽.
240) Phyllis Goldfarb, “A Theory-Practice Spiral: The Ethics of Feminism and Clinical
Education”, Minnesota Law Review 75, 1990, pp.1636ff.
241) Sandra Harding, “Introduction: Is There a Feminist Method?”, 1987, p.7.
242) 양현아, “여성의 목소리와 법여성학 방법론”, 양현아 편,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서
울: 사람생각, 2004, 83~84쪽.
243) Catharine A. MacKinnon, “Feminism, Marxism, Method, and the State: Toward Feminist
Jurisprudence”, 1983, p.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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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가 단지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허위의식’의 표현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현실을 변
화시키고 평등한 사회를 전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진다.244) 뿐만 아니라 여성들 사이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여성들(women)에게 단일 집단인 여성(Woman)으로서의 역할과 특
성을 할당함으로써 일정한 틀 속에 편입시키려 한 것은 바로 급진주의가 비판하는 가부
장제의 입장이기도 하다.
반면 Scott(1991)의 후기구조주의적(poststructuralism) 입장은 여성 내부에 존재하는
차이에 주목한다. 여성 개인은 여성이면서 동시에 다양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역사적,
집합적 주체이고 그러한 존재인 여성의 목소리는 특정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중층적으
로 구성된다.245) 여성 개인의 정체성들은 서로 경합하고 충돌하기에 여성은 자율적이거
나 또는 억압된 젠더의 목소리로만 말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도, 여성의 경험도 본질
화될 수 없다. 여성의 목소리는 ‘맹목적 실재’나 ‘단순한 사실’을 보여주는, 또 다른 본질
주의적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246) “역사적 맥락과 이론 속에서 해석되어야 할
텍스트”247)로서 그것이 드러나는 사회와 문화의 분석을 통하여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248)

244)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MacKinnon의 지배 이론(domination theory)을 비판하였던
Cornell은, MacKinnon의 이론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고착화하고 여성 스스로를 부정하도록 할
뿐 해방의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Cornell은 여성적 차이론(theory of feminine
difference)에서 여성임(femaleness)과 여성성(the feminine)을 구별하고 후자를 지향할 것을 역설
한다. Catharine A. MacKinnon, Feminism Unmodified: Discourses on Life and Law,
Cambridge, Massachusetts,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Drucilla Cornell, Beyond Accommodation: Ethical Feminism, Deconstruction, and the Law,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1, pp.119~164. 차이에 대한 MacKinnon과 Cornell의
논쟁을 분석한 글로는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파주: 창
비, 2011, 76~83쪽.
245) 양현아, “여성의 목소리와 법여성학 방법론”, 2004, 95~102쪽.
246) Joan W. Scott, “The Evidence of Experience”, Critical Inquiry 17(4),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pp.780, 786~787.
247) 양현아, “여성의 목소리와 법여성학 방법론”, 2004, 100쪽.
248) 양현아, “여성의 목소리와 법여성학 방법론”, 2004,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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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험적 연구 방법
(1) 판결문의 경험 연구
역사적, 집합적 주체로서의 여성이 처한 맥락을 드러내고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해
석함으로써 ‘객관성’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방법론은 판결문을 삼단논법에 의한 완결적
법논리의 결과가 아니라 성별 지배체계 하의 특정한 관점을 반영한 텍스트로 보고, 성폭
력을 체화된 주체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이 연구의 관점과도 부합한다. 장애인 성폭력 규
제법에 대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해석법학적 방법으로 법조문과 판례의 태도를
연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법실증주의적 법학 연구 방법으로서의 해석법학은 “법률
텍스트의 해석을 통해서 현실에서 효력이 있는 법규범을 발견하고 체계화하려는 법
학”249)을 말한다. 여기서 해석 대상이 되는 법률 텍스트는 국가의 제정법과 판례법이 중
심이 된다. 해석법학은 유효한 법규범이 존재하고 해석을 통하여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는 전제에 기반을 둔다. 따라서 법 해석에 있어 법 외적 논리의 개입은 차단하고자 하
며, 오로지 법 내적 논리를 통하여 법규범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고 믿는
다. 현행법은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제정되었
으며, 실효적으로 적용되고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면 준수하여야 하는 법으로 이
해된다.250) 해석 대상으로서의 법은 흠결 없는 내적 완결성이 전제되며, 다만 중요한 것
은 그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해석법학적 연구는 해석 대상이 되는 규범에 내재된 시각을 비판하기에는 한
계가 있는 방법이다. 판결문은 단일한 법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도출되는 예견가능한 결과
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회문화적 텍스트이다. 판결문은 특정한 관점을 가진 존재로서의
법관의 이해를 담고 있다. 법관의 판단에는 어떤 확정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
리 법은 법관에게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재판에서 법관의 재량 영역은 상당히 넓고, 담당 법관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크게 달라
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다른 사건보다도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에는 각기 다른 법
관의 시각이 더 잘 드러난다. 재판의 일관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판결문에 대한 법사회학
249) 이상수, “법사회학이란 무엇인가?”, 양현아 외, ｢법사회학, 법과 사회의 대화｣, 서울: 다산출판사,
2013, 7쪽.
250) 이준일, ｢법학입문: 법이해를 위한 법이론적 기초｣, 서울: 박영사, 2004, 104~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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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접근을 요구한다.251) 법사회학은 법을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적 실재(social reality)로서 연구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법해석학과 차이를 보인다.252) 사회적 실재로서의 법
을 연구하는 것은 사회와 법의 상호관련성을 연구함을 의미한다. 즉 사회가 법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과 법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성이 법사회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법학
에서의 경험 연구는 법이 기반을 두고 있는 사회의 생생한 실상을 보여주고 객관성을
표방하는 법적 판단 뒤에 숨겨진 법관들의 시각과 사회적 실재 사이의 차이를 드러내며,
입법이나 법 개정의 사회적 영향을 발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된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담겨 있고 각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드러
나 있다. 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법원의 판단은 현재의 우리 사회에서 장애여성이 직면한 삶의 조건과
경험, 가해자와의 관계라고 하는 특정한 맥락에 기초하고 있는가. 장애여성 성폭력 판결
문을 법 텍스트로 읽음으로써 장애여성 성폭력을 판단하는 법관의 시각은 비로소 비판
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여성주의 장애학의 관점에서 장애여성의 삶의 경험에 기반
을 둔 법 텍스트 읽기를 통하여 장애차별적, 남성적 ‘보편성’의 ‘편파성’을 드러낼 단초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 방법
판결문의 경험연구는 양적 방법으로도, 질적 방법으로도 수행 가능하다.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으로서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서로 다른 전제에서 출발하는 근본적으로 다
른 패러다임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다. 각각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근간이 되는 구성
주의와 실증주의 패러다임은 실재의 본질,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 간의 관계, 가치중립
적 연구의 가능성, 일반화 가능성, 원인과 결과의 인과적 연계 가능성, 연역 논리와 귀
납 논리 등에서 상반된 논리를 펼치며 논쟁하였다.253) 패러다임 논쟁은 아직 완전히 종

251) 이영희, ｢법사회학｣, 서울: 법문사, 2003, 424쪽. 예컨대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의 정치적 신념,
임용 과정, 직업 경력 등 판사의 주관적 요소가 판결에 미치는 영향은 법사회학 연구의 중요한 주
제 중 하나였다.
252) 양건, ｢법사회학｣, 서울: 민음사, 1986, 19쪽.
253) Abbas Tashakkori and Charles Teddlie, ｢통합연구방법론｣, 염시창 옮김, 서울: 학지사,
2001[1998], 24~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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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많은 이론가들은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실용주의적 접근을
지향하며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통합한 ‘통합연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254) 실용주
의적 접근을 지향하는 학자들은 패러다임 논쟁에서 두 패러다임의 차이가 불필요하게
과장된 면이 있고 구성주의와 실증주의의 방법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
양적 연구는 연구자의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 연구 방법을 강조하지만, 주관성의 완
전한 배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연구 문제의 수립, 연구 방법과 이론의 선택, 변인
의 취사선택, 연구결과의 분석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의 문제의식과 가치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255) 그에 비하여 질적 연구는 연구 과정에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
는 것을 의식하고 적극적으로 연구자의 영향을 성찰하는 방법론을 채용한다. 질적 연구
에 대한 비판 중 하나는 적은 수의 사례를 대상으로 삼아 일반화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다. 그러나 질적 연구가 일반성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가
도출하는 추상적 일반성이 아닌 ‘구체적 일반성’을 추구한다.256) 이는 양적 연구가 도달
할 수 없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및 판결의 경향성과 판결문에 드러난 논리와 관점을
살피는 데 있어 통합연구 방법을 택한다. 통합연구 방법은 양적 방법 및 질적 방법 각
각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 장점을 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연구
질문을 해결하는 데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그 결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장애
여성 성폭력 형사 판결문을 좀 더 입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다.

254) Abbas Tashakkori and Charles Teddlie, ｢통합연구방법론｣, 2001[1998], 22쪽.
255) 김미숙,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통합에 대하여”,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사회학연구 제16권
제3호, 2006, 49쪽. 김미숙(2006)은 또한 양적 연구의 문제점으로 연구비 지원자의 이해관계에 따
라 양적 연구의 내용과 결과 해석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대안은 애초의 목적과 다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을 지적한다. 예컨대 지필고사 점수를 중심으로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게 되면 학교는 학생의 지필
고사 점수를 높이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고, 자아존중감, 책임, 배려, 협동, 진로지도 등의 교육 목
표들은 간과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256) 김미숙,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의 통합에 대하여”, 2006,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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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질문 및 분석 방법
(1) 연구 질문
이 논문은 여성주의 법학과 여성주의 장애학의 관점에서 장애여성 성폭력 관련법과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 판단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
여 기소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특성과 판결의 특성,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시각을 형사 판결문을 통하여 검토하도록 할 것이다. 이 연구
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된다.

1.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현황은 어떠한가?
2.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에서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시각을 적용하고 있는가?

가장 먼저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현황을 살핀다.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신고 건수도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사건의 유형에 대한 상
세한 통계는 주로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에서 생산되는 정도여서 상담소에 상담이 접수
되는 사건으로 제한되어 있고, 특히 법원 판결과 관련된 통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사
건 현황 분석은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성된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
건의 특성은 무엇인가? 판결 선고 시점,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의 유형과 적용 법조, 판
결 종류, 형량 등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장애여성 성폭력과 관련한 법적, 사회적 변화
이후 재판에도 변화가 나타났는가? 만일 변화가 나타났다면 어떤 변화인가? 어떤 사건
에서 무죄가 더 많이 선고되는가? 주된 무죄 사유는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하
여 기소에 이른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특성을 알아보고 법원 판단의 현황
을 살펴 그 결과를 판결문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토대로 삼고자 한다.
통계분석에 이어, 판결문의 질적 분석을 통하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판단
에서 주요한 쟁점이 되는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의 판단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법원은 주로 어떠한 요소들을 고려하는가? 각 요소들의 판단에는 어떠
한 논리가 채택되고 있는가? 각 요소들을 판단하는 논리는 법원마다 일관성을 나타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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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법원의 판결문에 나타나는 판단 이유를 분석하고 서로 상반된 이유들을 대조함
으로써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논리를 알아볼 것이다.
이상의 분석 과정에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내재된 시각
을 고찰한다. 장애여성 성폭력 관련 법제의 구조와 내용의 변화는 법원의 판단 태도와
상호작용하면서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적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장애여성
성폭력 관련 법제에 대한 검토를 병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사
법적 판단 및 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언할 것이다.

(2) 분석 방법
1) 양적 분석
가. 분석 대상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3장에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형사 판결문을 통계 분석할 것이다. 분석 대상 판결문은 지적장애여성이 피해자
인 간음, 강간 사건의 형사 1심 판결문이다. 분석 대상 판결문의 선정은 법적, 사회적
변화가 형사 판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행하였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판결
의 태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한다기보다는 기존 판례의 해석 태도와
다른 대법원 판결의 등장, 판결에 영향을 주는 법제의 수정이 있을 때 급격하게 변화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또한 법원의 판결이 당대의 사회적 가치나 시대적 요청에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어 처벌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 또한 판결의 동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대법
원 판결 및 법제의 변화와 사회적 담론 변화는 성폭력 판결의 증감에 영향을 끼친다.
판결의 증가는 성폭력 발생의 증가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침해를 가볍게 보는 태도, 피해자 지원 자원의 부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낙인 등으로
인하여 암수범죄로 남아 있던 사건이 더 많이 신고, 기소될 때 사건 수는 급격히 증가
하게 된다. 따라서 사건의 양상 또한 판결 태도의 변화와 유사하게 대법원 판결, 법제,
사회적 담론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과 법제 변화가 하급심 판결의 변화로 가시화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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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간이 필요하다. 처벌 관련 규정의 개정은 개정법이 시행된 시점부터 발생한 범죄에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구법이 적용되는 기간에 발생한 범죄의 재판이
한동안 진행되고 신법이 적용된 사건은 최소한 몇 달 간의 수사와 재판을 거친 뒤라야
판결문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의 영향은 선고일이 아닌 범행일을 기준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변경된 제도가 자리를 잡거나 대법원 판결의 태도가 하급심 법
관들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지만 그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판결문 표집의 간격을 정하는 데에는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신고, 기소, 판결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법적, 사회적 계기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반성폭력 운동이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을
집단적으로 쟁점화하였던 강릉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제기된 것은 2000년, 장애
인 성폭력에 대한 전 사회적인 공분의 계기가 된 <도가니>의 개봉은 2011년이었다.257)
법적 변화의 계기로는 대법원 판결 및 법제의 변화를 들 수 있다. 법원의 판례가 법
원(法源)이 되는 판례법 국가와는 달리,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법률과 같은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258)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변경 가능성이 낮
고259) 하급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위배되는 판결을 할 경우 후에 파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급심 법원은 대체로 대법원 판례를 따르므로 대법원 판례의 실무상 영향력은
크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결은 2차례 있었는데, 각각 2003년260),
2007년261)에 선고되었다. 2007년 이후에도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계속하
257)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급격하게 높인 영화 <도가니>는 ‘광주 인화
학교 사건’을 배경으로 한다. <도가니> 개봉 한 달 뒤, 국회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
권침해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1813663호)이 제안되어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
되기에 이른다. 추지현(2014)에 따르면 성폭력 대책 촉구를 위한 결의안이 특별위원회의 구성으로
이어진 것은 제헌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추지현, ““성폭력을 엄벌하다”: 2000년대 성폭력 정책
담론의 구조와 효과”, 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제30권 제3호, 2014, 59쪽.
258) 이경렬, “변경된 판례의 소급적용에 대한 형법 제16조 원용의 문제점”,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
소, 성균관법학 제21권 제1호, 2009, 308쪽.
259) 대법원에서 종전 대법원의 법률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법관 전
원의 2/3 이상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심판하도록 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법원조직법 §7①)
260)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5322 판결. 동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이 논문 제4장 제2절 ‘2.대
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단 요소’ 참조.
261) 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동 판결의 주요 내용은 이 논문 제4장 제2절 ‘2.대법
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단 요소’ 참조.

- 90 -

여 선고되고 있지만 기존의 판단 태도를 변경할 만한 판결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인용되고 있는 2012도12714 판결의 경우 새로운 판단 기준을 제
시하였다기보다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2003년 판결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262) 그래서 최근까지도 하급심 법원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
고 있는 판결은 2003년 판결 및 2007년 판결이다. 그 중에서 2003년 판결은 피해자의
중한 장애를 요구하였던 종래의 하급심 법원의 태도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어서,
판단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만한 것으로 평가된 사례는 2007년에 선고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법제의 변화로는 성폭력처벌법의 개정과 양형기준의 시행을 들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
상 장애인준강간죄는 1997년263) 이후 개정이 없다가 2011년에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위계․위력간음죄가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되면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형량이 전반적으로 상향되고 친고 규정 배제가 적용되었다. 또한 양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화로서, 2009년에 성범죄 양형기준이 최초로 시행되었다. 양형기
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
원조직법>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양형기준을 존중하도록 하고 있고(§81의7①) 양형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하고 있다.(§81의7
②) 법관은 양형기준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그 사유를 “합

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264)하여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며, 양형 부당으로 항소되었
을 때에는 항소심에서도 양형기준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여 판단을 하게 될 것이므로 양
형기준은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는다고 평가되고 있다.265) 양형기준 준수율은 범죄마다
차이가 나타나는데, 성폭력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 준수율은 81.9%이다.266)
이상의 법적, 사회적 변화의 영향이 드러날 수 있도록 분석 대상 판결문을 선정하였

262)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263) 1997.8.22. 일부개정되어 1998.1.1. 시행되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343호.
264) 대법원 2010.12.9. 선고, 2010도7410 판결.
265) 강우예,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하는 양형기준의 해석을 중
심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2012, 142~143쪽.
266) 김혜정, 기광도, ｢양형기준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실증적 분석방법을 중심으로｣, 대검찰청,
2014,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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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점은 1998년이다. 1997년까지는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죄가 신체적 장애인
만을 객체로 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97년 동법 개정으로 1998.1.1.부터 정신적 장애인
도 장애인준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 장애인준강간죄의
적용이 대폭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종점은 가능한 한 최근의 판결 태도를 알아보
기 위하여 판결문 수집 당시 가장 최근이었던 2013년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 대
법원 판결 선고와 2009년 성범죄 양형 기준 시행의 중간 지점인 2008년을 선정한 다음,
등간으로 표집하기 위하여 1998년과 2008년의 중앙인 2003년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이
렇게 5년 간격으로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의 각 1.1.~12.31. 기간에 선고된 판
결문 257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011년 개정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은 2013년 선고
판결문을 범행일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알아보았다. <표 2-11>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사건, 대법원 판결의 선고일, 개정법 및 양형기준의 시행일 등을
분석 대상 판결 선고년도와 비교한 것이다.
<표 2-11> 분석 대상 판결 선고년도와 시기별 주요 사건

분석 대상 판결

법적, 사회적

선고년도

주요 사건
1998 ⊲………

1998.1.1.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2000.초

강릉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쟁점화

2003.10.24.

대법원 판결(2003도5322)

⊲………

2007.7.27.

대법원 판결(2005도2994)

⊲………
⊲………
⊲………

2009.7.1.

성범죄 양형기준 최초 시행

2011.9.22.

영화 <도가니> 개봉

2011.11.17.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

⊲………
2003 ⊲………
2008

2013

나. 판결문 수집 방법
분석 대상 판결문의 검색 및 수집 방법을 살펴보도록 한다. 판결문의 수집은 법원도
서관 내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였다. 대법원은 법원도서관 내 판결정보 특별열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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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여 제한된 인원의 예약자가 정해진 시간 동안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판결문에 접근하
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대법원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
t.go.kr)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로앤비(http://www.lawnb.com)와 같은 유료 데이터베이
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판결문의 양은 매우 적
다.267) 따라서 최대한 많은 판결문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도서관 판결정보 특별열람실
의 판결문검색시스템을 이용하였다.268)
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의 판결문 검색 방법은 사건명 검색과 주제어 검색 방법이 있다.
사건명 검색은 사건명만을, 주제어 검색은 판결문 전문을 검색할 수 있다. 장애여성을
객체로 하는 성폭력 사건의 적용 법조에 따라,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사건명은 장
애인강간,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위계등간음, 장애인간음, 장애인피보호자간음, 심신미약자
간음 등으로 기재된다. 사건명에 공통적으로 ‘장애인’ 또는 ‘심신미약자’가 포함되므로
사건명 검색 방법으로 형사 단독 또는 합의부 사건 중 사건명에 ‘장애인’, ‘심신미약자’
가 포함된 판결문을 검색하였다. 그 다음 판결문을 읽으면서 간음 행위가 문제된 성폭력
사건으로서 지적장애269)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을 모두 수집하였다. 한편 2011년 개정 성
폭력처벌법 시행 이전에는 장애인이 피해자인 때에도 폭행, 협박을 이용한 강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로 기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사건명에 ‘강간’이 포함되면서 주제어에 ‘장애’가 포함되는 사건을 검색하여 지적장애여
성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을 전부 수집하였다. 이렇게 하여 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 검색

267) 예컨대 ‘장애인’이 사건명에 포함된 2013년 선고 형사 판결문을 검색하면 대법원종합법률정보에
서는 3건, 로앤비에서는 15건이 검색된다.(2015.7.20. 현재)
268) 판결정보 특별열람실에서는 익명 처리가 되지 않은 판결문 원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약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전예약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정
보> 판결서 방문열람, <https://www.scourt.go.kr/portal/perusal/PerusalList.work>, 검색일:
2015.7.20.
269)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낮다’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따른다. 이 논문은 형사 판결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고, 판결문에서 지적장
애는 대개 장애인복지법상의 지적장애 1~3급에 해당하는 지적 능력을 지칭한다. 대부분의 판결문
에서 지적장애 피해자는 지적장애 판정을 받고 지적장애 등급을 갖고 있지만, 성폭력의 문제에서
지적장애 판정이나 등급을 받았는지 여부는 결정적인 것일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장애 진단을
받았는지, 장애인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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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을 전수조사하였다.
그러나 분석 대상 판결이 해당 기간에 선고된 모든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수집 대상 판결은 1998년에 선고된 판결문을 시작으로 하는데 법원 판결문의
전산 등록이 일반화된 것은 더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결문 등록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에는 등록된 판결문 수가 현재보다 훨씬 적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03
년 형사 1심 처리건수는 총 184,476건이며 2013년은 227,069건으로 2013년 처리 건수가
2003년에 비하여 약 1.23배 증가하였다.270) 그런데 판결문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형
사 판결문의 수는 2013년 선고 판결문이 2003년 선고 판결문의 1.8배 정도이다. 검색시
스템에 등록된 형사 판결문의 총수는 대략 2008~2009년 이후로 큰 변화 없이 안정화되
고 있고, 최근 몇 년 간은 대부분의 판결문이 시스템에 등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 판결문 중 적어도 1998년, 2003년에 선고된 판결문은 시스템에 등록
되지 않은 이유로 누락된 사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건명에 ‘장애인’이 포함되
어 있음에도 검색결과에서 누락된 판결문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판결문의 통계 분석은 판결문검색시스템의 검색을 통하여 수집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형사 판결문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으나, 법원에서 선고
한 모든 판결문이 수집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만 검
색된 결과 중에서 연구자가 임의로 표본을 추출하는 조작을 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전
기간의 정확한 통계 산출을 하기는 어렵지만 각 년도의 판결 경향과 기간별 대략적 추
이를 보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선고년도별 판결문 수는 <표 2-12>와 같다. 과거의 판결문일수록 판결문검색시스템
미등록 판결문의 비율이 높고,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신고 증가로 인하여 시기별로
판결문 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판결문 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분석 결과에서 좀 더
자세히 서술할 것이다.
<표 2-12> 선고년도별 판결문 수
선고년도

1998

2003

2008

2013

계

건

3

46

61

147

257

270) 법원행정처, ｢2004 사법연감｣, 서울: 법원행정처, 2004, 798쪽;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 서
울: 법원행정처, 2014, 8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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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은 법원의 지역별 판결문 수이다.271) 사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과
대전으로 각각 전체의 12.5%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 대구 29건, 창원 28건, 수원 지역
이 25건 순이었다. 개별 법원 및 지원별로는 속초지원 및 밀양지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
및 지원에서 1건 이상의 판결문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표 2-13> 법원 지역별 판결문 수
지역

빈도

%

서울

32

12.5

의정부

11

4.3

인천

13

5.1

수원

25

9.7

춘천

12

4.7

대전

32

12.5

청주

18

7.0

대구

29

11.3

부산

15

5.8

울산

7

2.7

창원

28

10.9

광주

18

7.0

전주

10

3.9

제주

7

2.7

계

257

100.0

다. 분석 절차 및 분석 방법
검색된 판결문을 읽으면서 ① 판결 특성, ② 피해자 특성, ③ 가해자 유형, ④ 사건
특성, ⑤ 무죄 사유, ⑥ 기타로 나누어 각각 <표 2-14>와 같은 사항을 수집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코딩을 거쳐 통계 패키지인 PASW 18.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으며, 기술
통계, 카이제곱 검정을 하였다. 수집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판결 특성으로는

271) 각 지역 내에 설치된 지원의 판결문을 포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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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명, 선고일, 적용 법조, 판결 종류, 선고형을, ② 피해자 특성으로는 최초 피해 연령
과 장애 등급을, ③ 가해자 유형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④ 사건 특성으로는
범행 시기와 가해자 및 피해자 수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하여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현황 및 법 적용의 경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표 2-14> 판결문의 양적 분석 항목
① 판결 특성: 법원, 선고일, 적용 법조, 판결 종류, 선고형
② 피해자 특성: 연령, 장애 등급
③ 가해자 유형
④ 사건 특성: 범행 시기, 가해자 수, 피해자 수
⑤ 무죄 사유
⑥ 기타

선고년도, 피해자 특성 및 가해자 유형별로 판결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적용 법조 및 판결 종류, 자유형 형량을 선고년도, 피해자 특성, 가해자 유형별로 알아
보고, 적용 법조와 판결 종류, 적용 법조와 자유형 형량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무죄 사
유로써 일부 또는 전부 무죄 사건에서 무죄 사유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
해자 수와 피해자 수를 코딩하고 기타 항목으로 성폭력 전과의 존부, 기수 여부, 기타
범죄의 종류 등 양형에 영향을 준 사항을 기재하여 특이하게 높은 형이 선고된 사건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기타 항목에는 가해자 유형 중 기타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와
의 구체적 관계를 기입함으로써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유형을 1차 코딩 이후에 추가하고
가해자 유형의 범주를 수정할 수 있었다.
판결문을 통계 분석할 때에는 코딩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 건의 판결문
에는 한 명의 피해자와 한 명의 가해자, 단 한 건의 사건, 단 하나의 범죄 유형, 그리고
유죄 또는 무죄 중에서 한 종류의 판결만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피해자와
다수의 가해자, 피고인들의 여러 유형의 범죄들, 동일한 유형의 범죄라 하더라도 수회의
범행이 판결문에는 포함되어 있으며, 하나의 판결문 내에서 무죄와 유죄가 공존하기도
한다. 때문에 판결문의 코딩에는 일관된 기준을 먼저 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판결문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 기소된 범행이나 피고인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가 문제된다. 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면 한 건의 판결문에 포함된 여러 명의 피해자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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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중 각 한 명씩, 유죄와 무죄 중 하나의 선고 결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반면
범행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 명의 피해자 또는 피고인 중에서 각 한 명씩을 선택하여야
하는 문제는 훨씬 줄어들고 모든 범행과 모든 선고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지만, 한 명의 피해자가 한 명의 피고인으로부터 수차례 피해를 입은 경우처럼 해당 사
건의 특성이 불필요하게 과표집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인을 기준으로 할 때에
는 이러한 문제가 다소 적어지지만 피고인이 여러 명이고 피해자가 한 명인 때에는 해
당 피해자의 특성이 과표집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으며, 하나의 범행의 공범이 여러 명인
때에는 해당 범행의 사건 특성 또한 중복 집계된다. 이 논문에서는 과표집으로 인한 결
과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결문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판결문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한 판결문 내에 무죄와 유죄가 공존할 때 어느 쪽을
판결 결과로 코딩할 것인가도 문제된다. 이는 연구 목적의 관련성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입증 부족으로 인한 무죄보다 법관의 시각이 반영된 무죄에 더 관심을
갖는다. 예를 들어, 법관이 ‘모르는 사람에 의한 갑작스러운 공격’을 성폭력의 전형적 상
으로 이해하는 경우, 아는 사이이거나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인정되기 어렵
다. 이때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아는 사이일 때 무죄율이 더 높다’
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한 명이고 서로 아는 사이이며 범
행이 여러 차례인 판결문에서 여러 건의 공소사실 중 몇 건은 유죄가, 몇 건은 무죄가
선고된 판결문을 어떻게 분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무죄 부분에 성폭력에 대한 법관
의 편견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사이임에도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에 법관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건의 판결문에 유
죄와 무죄가 공존할 때에는 유죄를 판결 종류로 코딩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 선고형이 각기 다를 수 있다. 이 논문은 판결 시점이나 적
용 법조에 따라 선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필 것이다. 선고형이 법정형이나 양형 기준
보다 낮다면 성폭력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을 것인 바, 여러 명에
대한 판결 중에서 낮은 형을 선택하여 통계 분석한다면 법원의 관대한 처벌에 대한 문
제제기의 정당성이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따라 형량이 다른 때에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형으로 코딩하고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나머지 항목을 수집하였다. 즉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 법조, 판결 종류, 선고형, 가해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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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해당 피고인의 피해자 특성을 코딩하였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여러 종류의 범죄
가 문제된 때에는 법정형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특성을
코딩하였다. 법정형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가 선고형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
문에,272) 이 같은 기준이 피해자의 특성과 선고형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데 적절할 것
이기 때문이다. 여러 명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의 종류가 같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중한
장애 등급의 피해자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의 표는 이상의 기준에 따른 코딩 예시이
다.273)

272) 일반적으로 성폭력 범죄에서 여러 건의 범행이 문제되는 실체적 경합범은, 가중주의에 따라 가
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형기를 가중하여 처벌하므로,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의 상한이
기준점이 된다. 가장 중한 죄가 사형이나 무기형인 때에는 다른 형을 병과하거나 가중하지 않는
흡수주의가 적용되므로 역시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가 기준점이 된다. 이재상, ｢형법총론｣ 제7
판, 서울: 박영사, 2011, 551~552쪽.
273) 적용 법조는 총 6가지 범주이다. 순서대로 ① 장애인준강간, ② 위계․위력간음, ③ 강간, ④ 아
동․청소년간음, ⑤ 기타 성폭력, ⑥ 기타 범죄이다. 범행일은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①
1998.1.1.~2011.11.16., ② 2011.11.17.~2013.6.18., ③ 2013.6.19.~2013.12.31.로, 분기점이 되는
2011.11.17., 2013.6.19. 두 시점은 각각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일이다. 주요 개정법의 내용은 <표
1-4>를 참조할 것. 가해자 유형은 두 단계로 특성을 수집하였다. 1단계는 아는 사람인지 여부, 2단
계는 아는 사람의 세부 유형이다. 1단계로 아는 사람인지 여부는 ① 모르는 사람, ② 범행 몇 시
간 전에 만난 사람, ③ 평소에 알던 사람, ④ 미상으로 구분하였다. 2단계는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과 평소에 알던 사람을 합한 ‘아는 사람’의 세부 유형을 나누었다. 세부 유형에 대한 자
세한 설명은 제3장의 분석 결과 부분에서 후술한다. 적용 법조, 판결 종류, 범행 시기 등은 중복응
답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각 범주에 해당되는 경우는 1, 그렇지 않은 경우는 0의 이분형으로 입력
하였다. 판결문에서 해당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999로 코딩하여 결측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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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양적 분석 판결문 코딩 예시 (1)
판결 특성
일련
번호

적용 법조
법원

지원

사건번호

선고
년도

선고형

선고월 선고일
1

2

3

4

5

6

징역

집행
유예

33

광주지

순천

2013고합11

2013

2

21

0

0

1

0

0

0

3.5

0

34

대구지

경주

2012고합113

2013

2

22

0

1

0

0

0

0

0

0

35

의정부지

999

2012고합517

2013

2

28

1

0

0

0

0

0

3.5

0

36

창원지

통영

2012고합156

2013

3

11

0

0

0

1

0

1

3.5

0

37

울산지

999

2012고합428

2013

3

22

0

1

0

0

0

0

8

0

<표 2-16> 양적 분석 판결문 코딩 예시 (2)
사건 특성
일련
번호

피해자 특성 가해자 유형

범행 시기 가해자 피해자

연령

장애
등급

1

2

무죄
사유

기타

1

2

3

수

수

33

0

1

0

1

1

34

2

4

999

999

999

34

0

1

0

1

1

999

3

3

15

위력 부정

비보호관계동거

35

0

1

0

1

1

47

3

3

1

999

미수

36

0

1

0

1

1

15

999

3

19

999

37

1

1

0

1

2

23

3

3

3

999

택시기사로 택시운전하며 알게 된
피해자
성범죄 전과, 피해자의 직장상사로
사장과 사촌인 가해자

2) 질적 분석
가. 분석 대상
양적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에서 법원이 어떠한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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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통해 결정을 내리는지를 알아본다. 판결문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단 근거들을
포함한, 기본적으로 질적 자료로서의 성격이 강한 자료이다. 그런데 판결문에 대한 양적
분석에서는 단지 전체적 사건의 추세나 변수 간의 상관관계의 존부만을 파악할 수 있고
개별 사건의 특수성은 드러나지 못하며 개괄적인 경향만이 나타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274) 양적 분석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사항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하
여 변수 간 관계가 의미하는 바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또한 성폭력 판결이
담당 법관의 시각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양적 분석만으로는 서로 다른 법
관들의 시각을 알아보기에 부족함이 있다. 계량화된 수치상 동일한 사건 특성을 보이는
두 개의 사건이 하나는 유죄, 하나는 무죄의 결론에 도달하였을 경우 그 차이는 판결문
에 드러난 사건의 맥락과 판단 이유 등 구체적 내용을 통하여서만 파악될 수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연구 질문인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들을 알아보는 데에는 판결문의
질적 분석이 요청된다. 제4장에서는 법원이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판단에서 고려
하는 요소들을 질적 방법으로 분석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해석법학적 연구가 그러하듯 법
원의 판단의 타당성을 검증하거나 하급심 법원의 세부적 판단 요소들을 종합하여 ‘적합
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보다는 서로 다른 법관들의 판단
의 불일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그것이 판단자의 시각의 차이를 반증하는 것임을 밝
히며, 이를 법과 법적 판단이 지적장애여성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토대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 요소 연구는 법리의 개
념적 분석보다는 법관 각자의 시각을 담고 있는 텍스트로서의 판결문에 대한 질적 분석
이 된다. 이를 위하여 하급심 판결이 주로 인용하는 몇 개의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논거를 분석하는 대신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규율하는 특별법 조항이 마련
된 이래로 16년 간 선고된 모든 심급의 법원 형사 판결을 일람하고, 법원의 판단에 광
범위하게 적용되는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다.
분석 방법의 차이에 따라, 질적 분석의 분석 대상 판결문의 수집은 양적 분석과 차등
을 두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많이 확보하여 법원의 판단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을 알아보기 위하여 양적 분석처럼 5년의 간격을 두지 않고 1998.1.1.~2013.12.31. 사이
에 1심이 선고된 전 기간의 판결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질적 분석을 위해서
274) 박형민, “범죄학 연구에서의 ‘질적 자료’의 활용과 전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2007, 9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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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사건 특성 및 판결 결과만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 이유가 드러나야 한다. 그러므로
법원의 판단 이유가 없거나 매우 짧은 판결문은 제외하였다.
이 논문은 최근 몇 년 간의 판결문만을 살펴보지 않고 1998년 이래의 모든 판결문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장애인 성폭력 관련법의 개정이 있었고 장애
인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었으며, 아동과 지적장애인 피해자 조사
기법이 새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피해자 지원 제도도 확대되었다. 때문에 가급적 최근의
판결문을 분석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 논문은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
적 검토를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경향을 검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
러나 이 논문의 계획 이전에 수행하였던 연구 및 자료 조사에서 연구자는 과거의 판결
문에서 발견된 관점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무죄 선고가 과거보다 더 빈번하게
선고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간 성폭력 판결은 피해여성에 대한 불신과 무죄 편향,
피해여성의 “의사 피고인(pseudo-defendant)”화275)로 인하여 여성주의 법학의 오랜 비
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는 무죄의 논리는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
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선고된 판결문을 분석 대
상에 포함함으로써 과거로부터 현재를 관통하는 관점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종래
의 법리가 단지 과거에만 적용되었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법원에서 통용되
고 있음을 보이기 위하여 본문의 서술에서는 유사한 논리를 사용한 판결문들 중에서 좀
더 최근의 판결문을 중심으로 인용함으로써 비판의 현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판결문 수집 방법
대상 판결의 수집은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수집은 2009~2010년 기간
에, 2차 수집은 2014년에 진행하였다. 1차 수집은 2010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현 공익
인권법재단 공감)에서 기획한 장애인 성폭력 판결 분석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
다. 판결문 수집 및 코딩은 공감의 구성원 변호사 및 인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는 코딩 결과를 검증하면서 판결문을 분석하였다.276) 공감에서는 이 연구에서 수
275) Morrison Torrey, “When Will We Be Believed: Rape Myths and the Idea of a Fair
Trial in Rape Prosecutions”, UC Davis Law Review 24, 1991, p.1059.
276) 분석의 결과물은 김정혜, “장애인 성폭력 판결의 흐름과 쟁점”,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
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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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자료를 학위논문에 활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판결문 수집은 법원도서관 내 판결문검색시스템에서 사건명으로 ‘장애인’, ‘심신미약
자’ 또는 사건명으로 ‘강간’, ‘강제추행’과 주제어 ‘장애인’을 조합하여 검색한 다음, 지적
장애여성이 피해자인 간음, 추행 사건을 선별하였다. 검색 결과 중에서 판단 이유가 없
거나 지나치게 짧아 분석가치가 없는 판결은 제외하여 목록을 만들었다. 그리고 각 법원
별로 판결문 제공신청을 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고 익명화된 판결문 사본을 입수하였다.
다만 2차 수집 기간에 수집한 판결문에서는 간음 사건과 추행 사건의 수집 기준에 다소
차등을 두었다. 간음 사건은 판단 이유가 지나치게 짧지만 않으면 일단 수집 대상에 포
함하였지만, 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 및 항거불능에 대한 판단 이유 설시가 일
정 분량 이상인 사례만을 수집하였다. 간음 사건과 추행 사건의 수집 방법을 달리 한
것은 1차 수집 기간에 비하여 2차 수집 기간에 몇 배나 많은 판결문이 검색되어 양적
제한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1차 수집에서는 총 12년 7개월간 선고된 판결문을 수집하
였고, 2차 수집에서는 총 3년 8개월간 선고된 판결문을 수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수집에서 검색된 판결문의 양이 훨씬 많았다. 이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신고 및
기소 건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판결문검색시스템에 등록되는 판결문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늘어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1차 수집 분석 결과 추행만이 문제된 사건에
서 나타나는 쟁점은 대부분 간음 사건 판결문에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추행 사건의
2010, 3~44쪽에 수록되었다. 2010년의 연구는 2005도2994 판결의 선고일을 전후로 한 하급심 판
결의 태도 비교,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 피해자의 장애 특성 반영을 위한 절차
보완 방안의 마련을 목적으로 하였다. 2010년 연구는 장애인 성폭력 판결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인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의 판단 및 진술 신빙성 판단이라고 하는 두 축에서 판결문의 내
용을 분석하였다는 데에서 이 논문과 공통점을 갖는다. 반면 분석 대상 판결문의 범위, 분석 방법,
이론적 배경에서 차이가 있다. 2010년 연구는 장애인준강간죄가 분석의 중심이었던 반면 그 이후
2011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장애인 성폭력 처벌 규정의 체계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장애인준강간죄 외에 2011년 개정에서 신설된 장애인강간죄,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로 기소된 사건
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2010년 연구에서는 판결문에서 주로 발견되는 몇 가지 판단 요
소들에 집중하였던 것에 비하여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의 판단 요소들을 범주화하여
질적 분석을 시행함으로써 분석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2010년 연구에서 시행하지 않은 양적 분
석을 통하여 판결의 변화를 살핀 점 역시 과거 연구와의 차별점이다. 피해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이 논문에서는 질적 분석의 범위를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로 제한한 반면 2010년 연구는 신체
적 장애인 및 지적장애 외의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을 포함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은
여성주의 법학, 여성주의 장애학의 이론과 관점을 토대로 판결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을 서로 비교하는 데 그친 과거 연구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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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기술한 바와 같이 검색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판결문이 있고 판결문검색시스템의 검
색 기능이 불완전하여 검색어 검색으로 누락되는 판결문도 있었다. 이에 수집된 판결문
을 분석하면서 원심, 항소심, 상고심 등의 판결문이 미수집된 때에는 누락된 판결문을
해당 법원에 제공 신청하여 추가로 확보하였다. 또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인 권
역 소속 상담소의 협조를 얻어, 각 상담소가 지원한 장애여성 피해자 사건의 판결문을
구하였다.277) 이상과 같은 수집을 통하여 총 740건의 분석 대상 판결문을 확보하였다.
선고년도별 판결문의 수는 <표 2-17>과 같다.
<표 2-17> 선고년도별 분석 대상 판결문 수
년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278)
건

7

16

9

9

5

11

17

9

14

15

26

68

74 141 118 183

18

계
740

다. 분석 절차 및 분석 방법
판결문은 크게 주문과 이유로 나뉜다. 유죄 판결의 이유 부분은 일반적으로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의 이유로 구성
된다. 성폭력 사건에서 해당 사건이 피고인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해당하거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분에 관한 판단이 추가된다. 무죄 판결의
이유 부분은 공소사실과 판단으로 구성된다. 판결문의 내용 중 제4장에서 분석하고자 하
는 주된 대상은 유죄 판결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무죄 판결에서
‘판단’ 부분이다. 분석은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판결문에서 주요 분석
대상이 되는 ‘판단’ 부분을 중심으로 판결문에 대한 기초적 분석을 실시하고, 두 번째
단계는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요소를 범주화하였으며, 세 번째 단계는
두 번째 단계에서 확인된 범주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시각화하면 <표 2-18>

277) 이와 같이 검색 외의 방법으로 수집한 판결문은 양적 분석에도 포함하였다.
278) 분석 대상에는 2014년에 선고된 판결문이 18건 포함되어 있다. 심급별 판단 차이를 살펴보기 위
하여, 2013.12.31. 이전에 1심이 선고된 사건 중 2014.1.1. 이후에 항소심,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사례의 상급심 판결문을 추가 수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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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다.
<표 2-18> 판결문의 질적 분석의 단계

제1단계
항목별 분석

제2단계

⇨

법원 판단 요소
범주화

제3단계

⇨

법원 판단 요소
비판적 검토

분석의 제1단계에서는 <표 2-19>와 같이 총 7가지 항목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의 항목은 양적 분석과 차이가 있다. 양적 분석은 판결문의 내용을 계량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따라서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보는 삭제되고 개별 사건의 맥락이나 법
원의 판단 근거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질적 분석은 계량화될 수 없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법원의 판단 근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의 맥락과
법원 판단의 논거를 보여주는 질적 정보를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적 분석에서 수집한 피해자 특성, 가해자 유형 등의 사항 외에 범죄 사실 또는 공소
사실,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였다. 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에서 가장 자주 쟁점이 되고 있
는 법원의 판단은 세 가지이다. ①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위계·위력, 폭
행·협박 등 간음·추행의 행위수단에 대한 판단과 ②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피고인의 인
식에 대한 판단, ③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주요한 쟁점에 해당하
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서 주요한 증거가 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 것인가 하는 증명력의 문제이다. 주로 피해자와 피고인만 있는 상황에서 발
생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목격 증언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제3자의 전문(傳
聞)진술이나 사후의 정황증거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증거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279)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되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이
상의 세 가지 사항은 후술할 <표 3-27>의 양적 분석에서 주된 무죄사유로 나타난 바 있
다.
279) 윤승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 협박의 정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회
발표자료(미간행), 2006,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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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법원의 판단에서 행위수단과 장애 인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주목하
여, 각각 법원의 인정 여부와 판단의 근거를 분석하였다. <표 2-19>는 첫 번째 단계에
서 분석한 내용이다. 다음의 내용을 한컴오피스 글에 입력하여 파일을 만들었다.
<표 2-19> 판결문의 질적 분석 항목
① 기본사항: 적용 법조, 판결 종류, 선고형, 범행시기
② 피해자 특성: 연령, 장애 종류, 장애 등급, 장애 정도
③ 가해자 유형
④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
⑤ 행위수단: 행위수단, 인정 여부, 근거
⑥ 장애 인식: 인정 여부, 근거
⑦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근거

분석의 제2단계에서는 행위수단과 장애 인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법원이
검토하는 판단 요소들을 범주화하였다. 판결문을 읽고 입력하는 과정, 입력 후 재차 결
과를 읽는 과정에서 몇몇 판단 요소들과 각 요소별 논거가 여러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특히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이용, 위계·위력, 폭
행·협박 등의 행위수단의 판단과 장애 인식의 판단에서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세한 설명은 제4장에서 하기로 하고, 이하에서는 두 종류의 판단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본다.
먼저 서로 다른 행위수단의 판단에서도 공통점이 나타난다. <표 3-8>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98년 이후 장애인에 대한 간음 범죄는 대부분 장애인준강간죄로 규율되다
가 점차로 위계·위력간음죄, 강간죄의 적용 비율이 증가하였다. 그 변화의 과정에서 장
애인준강간죄의 판결은 장애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의
문제에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장애인준강간죄, 위계·위력간음죄,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을 핵심에 두고 있다는 데에
서 비롯된다. 장애인준강간죄는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을,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한 항거불능을 필요로 한다. 위계·위력간음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하였거나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간음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저항
의 현저한 곤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또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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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착각, 부지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관계에 저항할 수 없었음’을 본질로 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판단이 위계·위력간음죄 및 강간죄의 판단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280)
또한 장애인준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자간음죄,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 장애인
강간죄는 공통적으로 장애인 또는 심신미약자를 객체로 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저
항의 억압이나 자유의사의 제압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기도 한다.
따라서 다른 범죄의 판단에서도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토한 요소들이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81)
따라서 법원의 판단 요소들을 범주화하는 분석의 제2단계에서는 법원 판단의 주요 쟁
점을 <표 2-20>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표 2-20> 법원 판단의 주요 쟁점
①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의 판단
②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여러 건의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판단 요소들의 대부분은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주요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았다. 하급심 법원이 주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은 수학 공식과 같은 획일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하급심 법원은 개별 사
건의 특성에 따라 대법원 판결이 언급하지 않은 정보를 판단 근거로 삼기도 하고, 같은
정보로부터 출발하여 완전히 다른 방향의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따라서 하급심 법원
들이 어떤 근거와 논리에 따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판
단 요소들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대법원 판결의 검토와 더불어 서로 다른 하
급심 판결들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판단 요소들을 분석하고 실제 판단의 양상이 어떠
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판결문을 입력하면서 행위수단 및 피해자의 장애 인식의 판단에서 주로 인용되는 대

280) 관련 사례 및 자세한 설명은 제4장 제1절 1. ‘(3)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 참조.
281) 관련 사례 및 자세한 설명은 제4장 제1절 1. ‘(2)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객체로서의 장애인의 범
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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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 주로 인용되는 대법원 판결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해당 대법원 판결들이 설시하고 있는 각각의 판단 요소들을 도출하였다. 대법원
판결에서 도출한 일반적 판단 요소들은 하급심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검토하는 세부 판
단 요소들의 상위 범주가 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도출한 범주에 따라 하급심 법
원의 세부 판단 요소들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의 범주 내에 포섭되지 않는
세부 판단 요소들은 새로운 범주를 만들었다. 그 결과는 <표 2-21>과 같다.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에 대한 판단에서는 피해자의 특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의 5가지가, 피해
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에서는 일관성, 구체성 및 명확성,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
용의 정합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외부 영향 및 기억 변형 가능성, 무고 가능성의 6
가지가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로 도출되었다.
<표 2-21> 쟁점별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
쟁점

판단
요소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① 일관성

① 피해자의 특성
②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② 구체성 및 명확성
③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
④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③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
④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⑤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

⑤ 외부 영향 및 기억 변형 가능성
⑥ 무고 가능성

한편 법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의 판단 요소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요
소를 범주화하고 세부 판단 요소를 목록화하는 작업은 한편으로 위험성을 갖는다. 기존
의 판결 태도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성
교육을 통하여 강간의 의미를 알며, (…) 낙태의 의미도 알고 있을 정도로 성교육에 대
한 이해능력이 있었던 사실”282)과 같이 피해자가 성교육을 받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
의 성관계 시도에 저항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판결들이 있다. 하지만 사례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성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고, 성교육에서 언급
된 표현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이해가 피상적인 데 그칠 수 있으며, 설령
내용을 이해하였더라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라는 상황에 직면하여서는 교육받은 내용
282) 울산지방법원 2004.4.23. 선고, 2003고합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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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한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에게 성교육 경험이
있는지’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 요소’라는 명칭을 부여받게 되면, 성
교육 경험을 고려하는 것의 적절성이나 성교육 경험이 당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갖는 실
질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성교육 경험 자체가 법원의 검토를 요하는 ‘판단 요소’ 중 하
나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분석의 제3단계에서는 법원의 판단 요소들을 여성주의 법학, 여성주의 장애학
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1998년 이후 법원이 어떤 요소들을 판
단의 근거로 사용하여왔는지를 목록화하여 법원이 향후 장애여성 성폭력의 판단에서 검
토하여야 하는 요소들을 제시하는 것보다도, 법원이 각 판단 요소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
용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통하여 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에서 나타나는 법관의 시각에
의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실제로 판결문들을 검토한 결과, 각 판단 요소별로 단일한 논
리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한편으로 모든 사건이 그 자체로서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상반되는 결론이 도출되는 사례들을 살펴
보면 사건마다의 특수성보다는 법관마다 장애여성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
다는 점이 더 근본적인 이유가 됨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의 시각을 드러내기 위
하여, 판단 요소별로 조금이라도 더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발견하고 일관된 논리를 정
립하려 시도하기보다는 오히려 법원의 비일관성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기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판결문의 인용은, 각 판단 요소들을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유로서 언급하고 있는 판결문들을 읽고 여러 판결문
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논리를 사용한 전형적283) 사례를 선정하였다. 심급에 따라 유
283) ‘전형(Typus)’은 현상학적 사회학을 발전시킨 Schutz(1962)의 개념이다. 사회세계(social world)
는 실제로 매우 복잡하지만 마치 질서정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는 현실이 ‘전형화’되어 인식되
기 때문이다. 어떤 새로운 것은 있는 그대로 인식될 수는 없으며, 이미 알고 있는 것과의 관계 속
으로 편입되어 추상화되고 일반적인 것과 일치되는 재구성의 과정을 요한다. 전형은 대상들을 상
호주관적으로 표준화(standardization)시킴으로써 사람들 사이의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전
형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수의 판결문에서 반
복적으로 나타나는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의 전형을 확인하고 이를 주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계일, “해석사회학의 관점에서 본 법실무의 구조”,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제12권 제2호,
2009, 296~298쪽; 김광기, “왜 사회세계엔 ‘전형’이 반드시 필요할까?: 알프레드 슈츠의 ‘전형성’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한국사회학 제36집 제5호, 2002, 60~71쪽; Alfred Schü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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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여부가 달라진 원심 파기 사건이 있는 때에는 파기 사건 판결문을 우선하여 인용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판단 요소의 내용이 유사한 사건으로서 유죄 판결문과 무죄 판
결문을 서로 대조하면서 인용하였다. 또한 유사한 취지의 논리가 나타나고 있는 판결문
들 중에서는 좀 더 최근에 선고된 판결문을 인용하였다. 인용된 사건 판결이 대부분
2010년대에 선고된 것은, 최근의 판결에서도 그와 같은 논거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
기 위하여 같은 조건의 판결들 중에서 가급적 최근 판결문을 선별하였기 때문이다.
분석 대상 판결문 중에서 이 논문의 제4장에서 인용한 판결문의 사건번호는 <표 2-2
2>와 같다. 사례번호는 사건별로 부여하였다. 사례번호의 숫자는 1심 판결의 사건번호
끝자리이다. 예컨대 대구지방법원 2012고합1021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3노370 판결은
같은 사건의 1심과 항소심 판결이다. 이 사건들은 둘 다 1심 사건번호를 따라
‘[C-1021]’과 같이 표기하고 본문에서 판결문의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1심 법원’, ‘항소
심 법원’ 등과 같이 심급을 구분하는 설명을 덧붙였다. 여러 사례의 1심 판결 사건번호
끝자리가 동일하여 사례번호가 중복될 때에는 ‘[C-10부]’와 같이 숫자 뒤에 1심 법원 또
는 지원명의 첫 글자를 병기하여 구분하였다.

<표 2-22> 인용 판결문
사례번호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C-1003]

부산지방법원

2013.6.28.

2012고합1003

[C-1021]

대구지방법원

2013.7.12.

2012고합1021

[C-1021]

대구고등법원

2013.12.30. 2013노370

[C-10부]

부산지방법원

2012.7.3.

2012고합10

[C-10부]

부산고등법원

2012.9.20.

2012노384

[C-10안]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1.6.3.

2011고합10

[C-10안]

대구고등법원

2011.12.29. 2011노273

[C-10안]

대법원

2012.3.15.

2012도574

[C-11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8.19.

2011고합112

Collected Papers I: The Problem of Social Reality,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62, p.323.
김광기, “왜 사회세계엔 ‘전형’이 반드시 필요할까?”, 2002, 63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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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C-1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2.22.

2012고합113

[C-11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1. 2011고합1156

[C-11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5.4.

2011고합11

[C-11서]

서울고등법원

2011.12.2.

2011노1274

[C-11서]

대법원

2012.2.9.

2011도16959

[C-11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2.21.

2013고합11

[C-11순]

광주고등법원

2013.7.11.

2013노156

[C-11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6.27.

2013고합11

[C-11홍]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8.22.

2013고합11

[C-12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2.29. 2011고합1245

[C-1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5.

[C-12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19. 2013고합12

[C-12수]

수원지방법원

2013.6.13.

2013고합12

[C-12수]

서울고등법원

2013.9.26.

2013노2164

[C-13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21.

2012고합130

[C-13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2.10.

2011고합1310

[C-132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9.30.

2011고합132

[C-132부] 서울고등법원

2011.12.16. 2011노2902

[C-132북]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7.15.

[C-132북] 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2556

2012고합126

2013고합132

[C-13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16.

2009고합1324

[C-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4.

2011고합14

[C-14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1.22.

2009고합1457

[C-153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2.7.

2012고합153

[C-153여] 서울고등법원

2013.7.25.

2013노904

2013.5.6.

2012고합1547

[C-1547]

서울중앙지방법원

[C-156목]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2.10.25. 2012고합156

[C-156통]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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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합156

사례번호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C-156통] 부산고등법원 창원부

2013.8.30.

2013노124

[C-156통] 대법원

2014.1.29.

2013도11323

[C-156통] 부산고등법원 창원부

2014.5.30.

2014노31

[C-157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6.24.

2010고합1575

[C-16광]

광주지방법원

2012.9.20.

2012고합16

[C-16상]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9.26.

2013고합16

[C-16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6.21.

2011고합1604

[C-1604]

서울고등법원

2012.9.14.

2012노2020

[C-16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7.21.

2010고합166

[C-16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3.11.

2010고합1692

[C-1692]

서울고등법원

2011.8.19.

2011노854

[C-17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8.30.

2013고합170

[C-170]

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2822

[C-17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1.30.

2008고합179,211(병합)

[C-179]

서울고등법원

2009.7.16.

2009노423

[C-1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1.5.18.

2011고합18

[C-18]

대전고등법원

2011.9.30.

2011노211

[C-18]

대법원

2011.12.22. 2011도13900

[C-18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3.15.

2012고합184

[C-1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

2012고합192

[C-192]

서울고등법원

2013.8.16.

2013노386

[C-195]

청주지방법원

2007.6.20.

2007고단195

[C-195]

청주지방법원

2007.10.10. 2007노703

[C-2]

제주지방법원

2009.6.4.

2009고합2

[C-205]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9.29.

2010고합205

[C-20공]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8.14.

2013고합20

[C-20공]

대전고등법원

2013.12.4.

2013노392

[C-20영]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05.11.24. 2005고합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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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번호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C-2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7.20.

2011고합214

[C-23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6.11.

2010고합23

[C-23전]

전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23

[C-23전]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4.3.25.

2013노239

[C-23전]

대법원

2014.6.12.

2014도4307

[C-23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8.

2011고합230

[C-23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2.22. 2011고합231

[C-240]

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240

[C-25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

2012고합253

[C-253]

서울고등법원

2013.4.4.

2013노384

[C-254]

대전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254

[C-255]

수원지방법원

2011.11.3.

2011고합255

[C-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8.8.

2013고합26

[C-275]

울산지방법원

2004.4.23.

2003고합275

[C-275]

부산고등법원

2005.4.20.

2004노315

[C-275]

대법원

2007.7.27.

2005도2994

[C-275]

부산고등법원

2007.10.25. 2007노553

[C-278]

수원지방법원

2008.11.26. 2008고합278

[C-278]

서울고등법원

2009.9.11.

[C-278]

대법원

2009.11.12. 2009도9838

[C-282]

전주지방법원

2000.4.7.

99고합282

[C-299]

광주지방법원

2010.8.17.

2010고합299

[C-3]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8.23.

2011고합3

[C-30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8.23.

2012고합309

[C-3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7. 2013고합32

[C-326]

대전지방법원

2006.10.30. 2006고합326

[C-3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2.17.

2010고합330

[C-330]

서울고등법원

2011.6.9.

2011노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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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노3336

사례번호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C-330]

대법원

2011.9.8.

2011도8041

[C-338]

의정부지방법원

2011.4.15.

2010고합338

[C-346]

청주지방법원

2013.4.26.

2012고합346

[C-347]

부산지방법원

2013.8.23.

2013고합347

[C-347]

부산고등법원

2013.10.31. 2013노457

[C-351]

수원지방법원

2009.11.27. 2009고합351

[C-3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03.10.31. 2003고합36

[C-36]

부산고등법원

2004.2.9.

2003노894

[C-36]

대법원

2004.5.27.

2004도1449

[C-360]

수원지방법원

2009.12.16. 2009고합360,476(병합)

[C-3890]

대전지방법원

2013.12.4.

2012고단3890

[C-3890]

대전지방법원

2014.4.30.

2013노3204

[C-39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6.15.

2011고합399

[C-399]

서울고등법원

2012.10.5.

2012노1914

[C-399]

대법원

2013.4.11.

2012도12714

[C-399]

서울고등법원

2013.10.24. 2013노1282

[C-414]

대구지방법원

2010.12.3.

2010고합414

[C-414]

대구고등법원

2011.5.19.

2010노589

[C-414]

대법원

2014.2.13.

2011도6907

[C-415]

대전지방법원

2013.1.31.

2012고합415

[C-415]

대전고등법원

2013.8.16.

2013노94

[C-424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4.

2012고합424

[C-424성] 서울고등법원

2013.5.23.

2013노583

[C-424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3고합424

[C-444]

대구지방법원

2009.11.6.

[C-45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12.29. 2009고합458

[C-458]

서울고등법원

2010.3.19.

2010노169

[C-46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6.3.

2010고단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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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고합444

사례번호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C-47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7.22.

[C-475]

서울고등법원

2011.11.17. 2011노2192

[C-475]

대법원

2013.6.27.

[C-49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3. 2013고합490

[C-494]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3.24.

[C-495]

인천지방법원

2010.12.10. 2010고합495

[C-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9.26.

2012고합5,40(병합),103(병합)

[C-5]

대전고등법원

2014.2.12.

2012노412,2013노303(병합)

[C-502]

부산지방법원

2012.12.7.

2012고합502

[C-502]

부산고등법원

2013.5.23.

2012노730

[C-5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8.12.

2011고합510

[C-5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8. 2011고합518

[C-518]

서울고등법원

2012.3.29.

2011노3227

[C-52공]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2.1.

2011고합52

[C-52통]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19. 2013고합52

[C-52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6.24.

2010고합528

[C-528]

서울고등법원

2012.4.13.

2011노1862

[C-5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2.10.

2010고합53

[C-55]

의정부지방법원

2009.5.8.

2009고합55

[C-55]

서울고등법원

2009.10.28. 2009노1353

[C-569]

대구지방법원

2012.4.20.

2011고합569

[C-569]

대구고등법원

2013.9.11.

2012노228

[C-588]

광주지방법원

2011.6.9.

2010고합588

[C-588]

광주고등법원

2011.12.15. 2011노245

[C-6광]

광주지방법원

2010.5.13.

2010고합6

[C-6광]

광주고등법원

2010.7.22.

2010노167

[C-6장]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6.25.

2013고합6

[C-6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7.25.

2013고합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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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합475

2011도16415

2004고합494

사례번호

법원

선고일

사건번호

[C-61]

서울고등법원

2013.10.10. 2013노2578

[C-634]

부산지방법원

2003.12.26. 2003고합634

[C-65]

울산지방법원

2012.10.26. 2012고합65

[C-65]

부산고등법원

2013.4.11.

2012노623

[C-652]

부산지방법원

2013.1.18.

2012고합652

[C-652]

부산고등법원

2013.5.29.

2013노84

[C-66]

수원지방법원

2001.3.23.

2001고합66

[C-661]

부산지방법원

2011.11.11. 2011고합661

[C-695]

부산지방법원

2012.11.30. 2012고합695

[C-695]

부산고등법원

2013.2.7.

[C-7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705

[C-73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7. 2011고합736

[C-736]

서울고등법원

2012.2.9.

2011노3177

[C-736]

대법원

2012.4.26.

2012도3038

[C-82]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고합82

[C-82]

서울고등법원

2013.6.20.

2013노130

[C-8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9.25.

2009고합83

[C-8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22. 2012고합86

[C-86]

부산고등법원 창원부

2013.5.24.

[C-9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12.16. 2005고합93

[C-93]

광주고등법원

2006.3.9.

2005노461

[C-95]

인천지방법원

2009.5.22.

2009고합95

[C-95]

서울고등법원

2009.7.23.

2009노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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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699

2012노377

제3장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현황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제3장에서는 지적장애여성 성폭
력 사건의 특성, 재판에서의 적용 법조, 판결 종류, 유죄 판결에서의 형량, 무죄판결에서
의 무죄 사유 등과 각 사항의 시기별 변화를 검토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및 그
에 따른 판결의 차이 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지적장애여성 간음 및 강간 사건의 1
심 형사 판결문을 통계 분석하였다.

제1절 사건의 일반적 특성
1. 선고년도별 판결문 수
양적 분석의 대상이 된 1998, 2003, 2008, 2013년에 선고된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간
음 및 강간 판결은 총 257건이다. 그 중 1998년에 선고된 판결은 3건으로 매우 적다.
2003년은 46건, 2008년은 61건으로 소폭 상승하였다가 2013년에 147건으로 대폭 증가하
였다.
<표 3-1> 선고년도별 판결문 수
선고년도

1998

2003

2008

2013

계

건

3

46

61

147

257

%

1.2

17.9

23.7

57.2

100.0

판결문 수의 증가 원인 중 하나는 판결문검색시스템에 등록된 판결문의 증가이다. 판
결문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전체 형사 판결문의 수는 2013년 선고 판결문이 1998년 선고
판결문의 약 4.9배, 2003년 선고 판결문의 1.8배 정도이다. 그러나 <표 3-1>에서 나타나
는 바와 같이 분석 대상 지적장애인 성폭력 판결문의 수는 2013년이 1998년의 49배,
2003년의 3.2배에 이른다. 따라서 판결문 수의 증가는 판결문 등록 증가에서만 기인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특칙이 마련된 1998년 이후 신
고 및 기소가 점차 증가하였고 특히 2008년과 2013년 사이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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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관심과 제도적 자원이 집중되면서 신고, 기소된 사건 수가 급증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판결의 증가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은 성폭력 범죄
의 특성상 범죄 수 증가 외의 요인들이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의심과 비난으로 인하여 사건의 신고가 어려운 성폭력 범죄는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수록 오히려 사건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장애인 성폭력
역시 사회적 관심의 증대,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 그로 인한 적극적인 수사로 기소의견
송치 및 기소 건수의 증가, 사회적 인식 변화와 정부 정책 등에 따른 인지 수사의 증가,
친고죄 배제 범위 확대로 인한 고소취소 원인 불기소처분의 감소,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제도의 확대로 인한 피해 입증 가능성 상승 등의 원인을 고려해볼 수 있다.284)

2. 피해자 특성
(1) 피해자의 장애 등급
분석 대상 판결문 257건 중 212건에서 피해자의 장애 등급이 표기되어 있었다. <장애
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는 1~3급의 3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은 숫자가 작을
수록 장애 정도가 더 중함을 의미한다. <표 3-2>와 같이 2급이 52.8%로 절반 이상이며,
284) 2004년에는 아동․청소년,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의학적, 심리적, 법률적으로 지원한다는 목
적으로 ‘해바라기아동센터’가 연세의료원에 처음으로 개소하였고, 2005년 8월에는 경찰병원에 ‘학
교·여성폭력 원스톱지원센터’가 최초로 문을 열고 피해 신고 및 피해자 진술, 의료적 증거 채취,
응급 치료, 일시 보호 등을 실시하였다. 2007년 4월에는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
자발찌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
한 법률>이 제정되어 다음 해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치열한 논란 끝에, 성도착증 환자인 아동 성
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가능하게 하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0년 7월 제정되어 2011년 시행되게 된다. 그간 수사기관은 원스톱지원센터를 비
롯하여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 전담 인력을 구성해왔다.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성폭력을 ‘4대
사회악’ 중 하나로 지정하고, 2013년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성폭력 특별 수사대를
전국 17개 지방청에 설치하였다.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2013년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통합
지원센터 사업안내”, 2013, 87쪽; 사이버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홍보관, “성폭력 수사 컨트롤 타
워(Control Tower) 생긴다”, 2014.12.5.; 사이버경찰청 4대 사회악 근절 홍보관, <http://www.p
olice.go.kr/portal/bbs/list.do?bbsId=B0000108>, 검색일: 201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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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이 3급으로 34.0%였다. 1급은 13.2%로 가장 적었다.
<표 3-2> 피해자의 장애 등급
장애등급

1

2

3

계

건

28

112

72

212

%

13.2

52.8

34.0

100.0

2013년을 기준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지적장애여성의 장애 등급 비율은 3
급이 36.3%, 2급이 35.2%, 1급이 28.5%로 장애 정도가 더 경한 장애 등급일수록 수가
더 많다.285) 이를 분석 대상 판결의 성폭력 피해자 장애 등급과 비교하여보면 2급 지적
장애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에 비하여 1급과 3급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 신고와 수사를
거쳐 재판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지적장애 1급 피해자는 2급 피
해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진술 능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며,
3급 피해자는 2급 피해자에 비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의심받기 쉽고 가해자가 피해
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 1급, 3급에 비해 2급 피해
자가 신고와 기소에 성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전체 시기의 시기별 장애 등급의 추이를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과거의 사건일수록 피
해자의 장애 등급을 명시하는 판결문이 적었기 때문이다. 1998년에 선고된 분석 대상
판결문의 66.7%가 지적장애 피해자의 장애 등급을 표기하지 않았고, 그 비율은 2003년
37.0%, 2008년 18.0%, 2013년 10.2%로 점차 줄어든다. 이는 최근 판결문일수록 판단
이유 설시가 상세해지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다. 장애 등급 표기율이 80% 이상인 2008
년과 2013년을 비교하여보면(<표 3-3>), 2급 피해자의 비율은 비슷한 반면 1급 피해자
의 비율이 24.0%에서 9.1%로 상당히 감소하였고 3급 피해자의 비율이 24.0%에서
37.1%로 13.1% 증가하였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저항 가능성에 대한 판단에서 장애 등급이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되고 있음을 보면, 과거에는 장애여성이 ‘무능력한 존재’,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존재’라는 장애인의 전형적 상에 부합할 때 ‘성폭력에 취약한 집단’으로서 피해를 인정
받아 비로소 재판 단계에 진입할 수 있었던 반면, 최근에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의 증대와 적극적 수사 및 기소로 인하여, 이전에는 피해를 더 많이 의심받았던

285)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 “등록장애인수-시도별,유형별,등급별,남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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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경한 장애 등급의 피해자들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표 3-3> 선고년도별 피해자의 장애 등급
1

장애등급
년도

2

계

3

건

%

건

%

건

%

건

%

2008

12

24.0

26

52.0

12

24.0

50

100.0

2013

12

9.1

71

53.8

49

37.1

132

100.0

χ
² =7.997, df=2, p=0.018

(2) 피해자의 연령
판결문에 드러난 성폭력 피해 중 최초 피해를 기준으로 하여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
았다. 피해자의 연령 평균은 25.2세이며 중위수는 21.5세였다. 가장 어린 피해자는 10세
부터 피해가 시작되었고, 가장 나이가 많은 피해자는 55세이다. 선고년도별로 뚜렷한 차
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전체 피해자를 연령대에 따라 나누어보았다. 미성년자의 연령대는 적용 법조에 따라
범주를 구분하였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보통 ‘아동성폭력’으로 분류되며, 형법
상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간음만으로도 의제강간이 성립한다.(§305)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는 피해자의 연령은 연나이 19세 미만이고 그 중 장애아동․청소년간음죄가 적용되
는 피해자의 연령은 13세 이상 19세 미만이다.(§8①) 관련법의 구분에 따라 피해자의 연
령대를 13세 미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19세 이상으로 나누고, 19세 이상은 10세 간격
으로 나누어 비교하여보았다. 그 결과 <표 3-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29세가
36.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3~18세로 32.9%로 나타났다. 30세 미만의 피해자는
70.3%이다. 19세 이상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도수가 감소하지만 40대 이상 피해자
의 비율도 12.2%로 적지 않았다.

- 119 -

<표 3-4> 피해자의 연령 분포
연령

0-12

13-18

19-29

30-39

40-49

50-59

계

건

2

81

90

43

18

12

246

%

0.8

32.9

36.6

17.5

7.3

4.9

100.0

누적%

0.8

33.7

70.3

87.8

95.1

100.0

3. 가해자 유형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가해자의 유형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
람으로 구분하고 아는 사람을 평소에 알던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으로 나
누었다.286)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 의해 끌려가거
나 유인된 경우와도 다르지만, 평소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거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
한 성폭력과도 구분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의 하위 분류로서 동네 사람,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배우자 또는 보호관계
동거인, 전 애인 또는 전 배우자, 친부나 양부 또는 모의 동거인, 부를 제외한 법률상,
사실상의 친족, 교사 또는 강사, 고용주 또는 직장상사, 직장동료, 장애인시설 또는 보호
작업장 직원, 친구 또는 선후배, 가족의 지인, 지인의 가족, 같은 종교단체 지도자, 같은
종교단체 신도 또는 직원, 기타, 미상으로 나누었다. 하위 분류는 <2013년 성폭력 실태
조사>의 분류287)를 토대로 하여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 특성을 반영하여 첨
삭하였다. 예컨대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출현빈도가 극히 낮은 교수, 직장 거래
처 직원,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등의 범주를 삭제하고 장애인시설이나 보호작업장, 종
교단체에서 만난 사람의 유형을 범주화하여 추가하였다. 또한 기타로 분류되는 경우 가
해자의 유형을 주관식으로 기입해 두었다가 여러 번 나타나는 유형을 추가하고 재코딩

286) ‘평소에 알던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의 범주는 황정임, 윤덕경, 이
미정 외,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3에서 가져온 것이다.
287)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는 평소에 알던 사람과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을 학교 선후배,
현재 애인, 헤어진 애인, 배우자(동거인 포함), 전 배우자, 친부모, 양부모, 부모의 동거인, 친척(8촌
이내), 형제․자매, 동네 사람(이웃), 학원강사․학교선생․교수, 직장 상사․직장 동료, 직장 거래처 직원,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채팅 등), 유흥업소 등에서 만난 사람, 기타의 17개로 분류하였다. 황정임,
윤덕경, 이미정 외,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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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보호관계 동거인, 가족의 지인, 지인의 가족 유형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한
것이다. 기존의 유형에 속하는 수가 1건일 때에는 비슷한 유형을 통합하여 조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3-5>와 같다. ‘낯선 사람에 의한 갑작스러운 공격’이라는 성폭력의
전형적 상과는 상반되게, 평소에 알던 사람이 74.2%로 가장 많았고, 모르는 사람이
14.0%,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이 11.8% 순이었다. 평소에 알던 사람과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을 합한 ‘아는 사람’의 비중은 86.0%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아는 사
람에 의해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288)
<표 3-5> 가해자 유형
아는 사람
유형

평소에 알던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

소계

모르는 사람

계

건

164

26

190

31

221

%

74.2

11.8

86.0

14.0

100

이는 전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 유형 분포와도 유사한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2013
년 성폭력 실태조사>에서도 성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강간미수는 평소에 알던 사람이 61.4%, 범행 몇 시간 전에 만
난 사람이 22.5%, 전혀 모르는 사람이 30.4%였으며, 강간은 평소에 알던 사람 60.1%,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 38.9%, 전혀 모르는 사람이 9.3%로, 대부분의 피해자가
헤어진 애인, 동네 사람, 직장 상사 및 동료, 유흥업소에서 만난 사람 등 아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당하였다.289) 아는 사람을 통한 범행의 비율이 높다는 결과는 외국의 연구
에서도 확인된다. 장애여성 성폭력 가해자 분포를 조사한 Baurmann(1983)에 의하면 교
사나 슈퍼마켓 아저씨처럼 피해자와 자주 만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34.1%, 이웃 아저
씨처럼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 대화하는 사람이 28.3%, 친부나 양부, 함께 생활하는 남성
들이 25.4%, 가족이나 친척의 가까운 친구가 11.4%로, 지인과 이웃의 비율이 매우 높았
288) 전국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의 상담 실적에서는 채팅 상대자를 포함한 ‘아는 사람’의 비율이 최소
한 74.9%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장애권역, “2013 성폭력 상담소
운영실적 장애권역”(미간행), 2014.
289) 황정임, 윤덕경, 이미정 외, ｢2013년 성폭력 실태조사｣, 2013, 132~134쪽. 동 연구에서는 피해자
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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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90)
가해자의 유형을 선고년도별로 비교하여보았다. 1998년 선고 판결 중에서 가해자의
유형이 드러난 사건은 단 1건이었는데, 가해자는 평소에 알던 사람이었다. 사례수가 극
히 적은 1998년을 제외하고 선고년도별로 가해자의 유형을 비교하여보면(<표 3-6>) 평
소에 알던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그에 비하여 모르는 사람의
비율은 2003년보다 2008년이 3.4%더 많으나 2008년에서 2013년 사이에 11.3% 감소하
였고,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013년에는 모르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을 넘어섰다.
<표 3-6> 선고년도별 가해자 유형
아는 사람

유형
평소에 알던 사람
년도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

계

건

%

건

%

건

%

건

%

2003

26

78.8

1

3.0

6

18.2

33

100.0

2008

38

74.5

2

3.9

11

21.6

51

100.0

2013

99

72.8

23

16.9

14

10.3

136

100.0

계

163

74.1

26

11.8

31

14.1

220

100.0

χ
² =11.770, df=4, p=0.019291)

2013년의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 23명 중에서 20명은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에
해당한다.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은 인터넷 채팅,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
여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연락처를 교환하고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범행에 이른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 유형의 증가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환경의 일반화의 영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정보가 통신망을 통하여 가까운 이웃보다 더
멀리까지 퍼져 나갈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증가할 위험을 암
시하고 있다.
290) Michael Baurmann, Sexualitat, Gewalt und psychische Folgen, BKA Forschungsreihe Bd. 15,
Wiesbaden. 김영숙, “정신지체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예방대책”, 대구대학교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
소,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제2권 제1호, 2001, 58쪽에서 재인용.
291)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셀로 전체 셀의 20.0% 이상이어서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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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 즉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났거나 평소에 알던 사람인 경
우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유형을 알아보았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가해자의 유형은 매
우 다양하다. <표 3-7>과 같이 가해자가 동네 사람인 경우가 3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14.0%)이었다. 피해자에게 일을 시키고 금전을 지급하는
고용주를 포함한 직장상사가 6.7%, 모친의 동거인이나 피해자의 친부 또는 양부, 피해자
의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이 각각 5.6%였다. 피해자의 부를 제외한 친족은 4.5%였다.
<표 3-7> 가해자 세부 유형 (아는 사람)
세부 유형

건

%

동네사람

59

33.0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25

14.0

고용주 또는 직장상사

12

6.7

친부/양부 또는 모의 동거인

10

5.6

친구, 선후배

10

5.6

친족(부 제외)

8

4.5

장애인시설 또는 보호작업장 직원

7

3.9

가족의 지인

7

3.9

직장동료

6

3.4

보호관계 동거(배우자 포함)

6

3.4

같은 종교단체 신도 또는 직원

5

2.8

같은 종교단체 지도자

3

1.7

대중교통 운전사

3

1.7

전 애인/전 배우자

2

1.1

지인의 가족

2

1.1

교사, 강사

1

0.6

기타

13

7.3

합계

179

100.0

그 외에도 피해자의 주변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거나, 주변인
을 통해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다가 장애를 알게 되어 접근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가해자
가 피해자의 가족의 지인인 경우가 3.9%로 아버지의 직장동료, 어머니의 애인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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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남편의 친구 등이 가해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되며, 지인의 가족이 가해자인 경우가
1.1%로 친구의 아버지, 친구의 동거남 등이 포함된다. 통상 피해자의 가족과 친분이 있
다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위 사례들에서는 피
해자의 가족에게도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보호망 부재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가능성을 높였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을 보여주는 가해자의 또 다른 유형은 보호관계 동거, 장애인시
설 또는 보호작업장 직원으로 각각 3.4%, 3.9%를 차지하였다. 배우자를 제외한 보호관
계 동거는 가족이나 친족, 애인 등의 관계는 아니지만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주거와 음
식, 용돈 등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가출한 상태이거나 달리
갈 곳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에게 의존적인 위치에 놓이고, 가해자는 보호자라는 지
위에서 피해자를 좀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택시,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운
전사가 1.7%였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자주 이용하는 마을버스의 운전사여서 평소에 피
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거나, 택시를 탄 피해자의 말투가 어눌하거나 요금 계산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택시 운전사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분을 쌓
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이다.
이웃, 직장 상사나 동료, 친족, 보호자, 친구 등 가해자의 대부분이 피해자와 아는 사
이라는 것은 평소에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다가 이를 이용함을 의미한다. 가해자는 피
해자와의 친분 관계,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도, 피해자에 대한 권력을 이용하여 피
해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적 접촉을 피해자가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또한 범행이 발생한 후에도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통제
할 수 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장애가 있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 가해자의 통제는 피해자를 넘어 피해자의 가족에게까
지 확대되기도 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 뿐 아니라 가족 관계, 가족의 사회적 지위
등 피해자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갖고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며, 그로 인
해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더 수월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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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적용 법조
1. 선고년도별 적용 법조
지적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적용된 법조를 살펴보았다. 적용 법조는 기본적으로 검사의
기소에 따라 결정되므로, 법원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쉽다. 그러나 범행의 입증
을 통한 유죄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의 기소는 법원의 선례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기소 후에도 법관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기소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결국 적용 법조는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면서 법원의 판
단을 반영하는 것이다.
적용 법조의 범주는 장애인준강간, 위계·위력간음, 강간, 아동·청소년간음, 기타성폭력,
기타범죄로 나누었다. 첫째, 장애인준강간은 위계·위력, 폭행·협박 등의 행위수단을 요하
지 않고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장애인준강간죄(성폭
력처벌법 §6④)가 적용된 경우이다. 둘째, 위계·위력간음은 심신미약자간음죄(형법 §302),
업무상위력등간음죄(형법 §303),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성폭력처벌법 §6⑤) 등 위계 또
는 위력을 사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조항이 적용된 경우를 말한다. 셋째, 강간은 강간죄
(형법 §297), 장애인강간죄(성폭력처벌법 §6①) 등 범죄의 성립을 위하여 폭행 또는 협
박이 요구되는 범죄이다. 넷째, 아동·청소년간음은 13세미만의제강간죄(형법 §305), 장애
아동·청소년간음죄(청소년성보호법 §8①)292)등 강제력이나 장애 정도를 판단하지 않고
일정 연령 미만인 사람을 간음한 것만으로 처벌되는 범죄를 분류하였다. 다섯째, 위계나
위력, 폭행이나 협박, 또는 장애의 이용, 피해자의 낮은 연령을 요구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성폭력 범죄를 기타성폭력으로 분류하였다. 성매매, 준강간(형법 §299) 등이 여
기에 해당된다. 또한 앞의 네 가지 범주는 간음이 문제된 사건을 중심으로 한 분류이기
때문에 행위수단과 무관하게 간음이 아닌 추행 관련 조항은 모두 기타성폭력에 포함하
였다. 여섯째, 가해자가 성폭력 외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기타범죄 항목에 표시하였
다. 성폭력 외의 범죄는 이 논문의 분석 대상이 아니지만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에는
292)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장애아동·청소년간음죄는 2011.9.15. 개정에서 신설되어 2012.3.16.부터 시행
되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9세 미만의 장애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아동·청소
년으로 하여금 타인을 간음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된다.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 125 -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타범죄로 분류하여 표시한 뒤 양형 분석에서 참고하
였다. 판결 하나당 여러 종류의 범죄로 기소된 때에는 중복하여 집계하였다.
<표 3-8> 선고년도별 적용 법조 (중복)
적용

장애인

위계·위력

법조

준강간

간음

년도

강간

아동·청소년

기타

간음

성폭력

기타범죄

전체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2003

43

93.5

3

6.5

0

0.0

0

0.0

5

10.9

3

6.5

46

100.0

2008

47

77.0

12

19.7

2

3.3

0

0.0

7

11.5

9

14.8

61

100.0

2013

29

19.7

70

47.6

34

23.1

20

13.6

33

22.4

14

9.5

147

100.0

계

119

46.9

85

33.5

36

14.2

20

7.9

45

17.7

26

10.2

254

100.0

χ
² =185.906, df=12, p=0.000

선고년도별로 적용 법조의 비율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건수가
3건인 1998년에는 3건 모두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되었다. 2003년 이후의 변화는 <표
3-8>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2003년의 적용 조항 또한 장애인준강간죄가 전체의
93.5%에 해당된다. 폭행, 협박을 이용한 강간죄가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2008년에는 장
애인준강간죄의 비중이 이전에 비하여 줄어들었지만 77.0%로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위계·위력간음죄는 2003년 6.5%였던 것이
2008년 19.7%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적용 법조의 비율이 역전되어, 장애인준강간죄
가 적용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19.7%에 불과하고 강간죄가 23.1%로 더 많은 비중을 차
지하였다. 또한 장애인준강간죄의 2배 이상인 47.6%의 사건에서 위계·위력간음죄가 적
용되었다.
장애인준강간죄의 감소와 강간죄 및 위계·위력간음죄의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몇 가지를 꼽아볼 수 있다. 가장 먼저 범죄의 양상이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어떤 요인으로 인하여 과거에 비해 장애를 이용한 간음보다 위계, 위력, 폭행, 협박을
사용한 범죄의 발생이 증가하였거나, 장애를 이용한 간음보다 위계, 위력, 폭행, 협박을
사용한 범죄가 더 많이 신고되었다고 보면 적용 조항의 비율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사건의 77.0%~100.0%를 차지하였던 장애인준강간 유형이 19.7%로 급감할
만큼의 급격한 변화의 원인을 이 시기에 발견하기란 어렵다. 적용 법조의 갑작스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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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오히려 실제 발생 사건의 모습보다는 법적인 변화로부터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첫 번째 예측가능한 원인은 친고죄 적용 배제 범위의 확대이다. 2008년과 2013년 사
이에는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이 있었다. 2011.11.17. 개정은 장애인 성폭력 범죄 조항에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중 중요한 사항이 장애인강간죄 및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의
신설과 이들 조항의 비친고죄화이다. 형법상의 강간죄와 심신미약자간음죄는 친고죄여
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구법
하에서는 공소기각의 위험 때문에 고소취소가 가능한 강간죄나 심신미약자간음죄보다는
장애인준강간죄의 기소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에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위계·위력간음죄293)가 신설되면서 친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고소가
유지되지 않더라도 장애인강간죄 또는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뒤이어 2012년 말 형법 개정에서 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306)
이 삭제294)됨으로써 형법상 강간죄 및 심신미약자간음죄로 규율하더라도 고소를 요하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공소 유지를 목적으로 비친고죄인 장애인준강간죄를 적용할 필요성
이 사라져 강간, 위계·위력간음의 적용 사례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장애인준강간죄의 급격한 감소는, 종래에는 강간죄, 위계․위력간음죄에 해당하는
사안을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 재판하였던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즉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을 사용한 범행이지만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 많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실제 사안에서 강간, 위계․위력간음, 장애
인준강간의 구성요건이 그렇게 명확한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판결문
에 나타난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서로 다른 범죄로 기소된 사건들의 범행 양태가 별다른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제5장에서 구체적 사례를 검
토하여 보도록 한다.
둘째, 장애인준강간죄의 적용이 급감한 이유로, 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 관행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고소취소의 부담 때문에 친고

293) 개정 성폭력처벌법에서 신설된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는 개정 전의 심신미약자간음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장애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294) 2012.12.18.에 개정되어 2013.6.19.부터 시행되었다. 분석 대상 판결 257건 중 2013.6.19. 이후
범행에 대한 판결은 총 1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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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인 심신미약자간음죄보다는 비친고죄인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장애인준강간죄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가 중할 것을 요하는 법원의 오랜
태도로 인하여 예비적 공소 없이 장애인준강간죄로만 기소되었다가 무죄가 선고되는 사
례가 종종 있었다. 때문에 구성요건의 성립이 어려운 장애인준강간죄의 기소가 1998년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위계․위력간음죄 및 강간죄의 친고죄 적용 배제로 급감하였을 것
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위계․위력간음 및 강간의 증가가 성폭력 범죄에서 위력이나 폭행․협박
에 대한 법원 해석의 완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295)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표 3-9>는 2008년과 2013년에 선고된 판결을 2011년 개정법 적용 여부에 따
라296) 구분한 것이다.
<표 3-9> 범행일별 선고년도별 적용 법조 (중복)
적용법조
년도

장애인
준강간

위계·위력
간음297)

강간

아동·청소년
간음

기타
성폭력

기타
범죄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개정법 시행

2008

47

77.0

12

19.7

2

3.3

0

0.0

7

11.5

9

14.8

61

100.0

전 범행

2013

15

83.3

0

0.0

2

11.1

0

0.0

5

27.8

1

5.6

18

100.0

2013

10

8.2

65

53.3

30

24.6

19

15.6

27

22.1

11

9.0

122 100.0

개정법 시행
후 범행

구법이 적용된 2008년과 2013년 선고 판결을 비교하여보면, 2013년 선고 판결에서 장
애인준강간죄가 적용된 비율이 오히려 더 높고, 위계․위력간음죄가 적용된 비율은 더 낮
다. 강간죄는 적용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듯 보이지만 개정 법 시행 전 범행에서

295) 이는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 협박의 정도가 전에 비해 완화된 판결이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
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해석가능성이다. 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도3071 판결은 최협의
폭행·협박설을 폐기하지는 않았지만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외의 정황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
단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사력을 다한 반항’이 없었더라도 최협의 폭행·협박이 인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설시하였다. 이러한 해석 태도는 장애인이 피해자인 강간 사건에서 사력을 다한
저항이 나타나지 않은 사례에서도 강간죄 기소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동 판결의 내용 설명
은 이 논문 제2장 제1절 ‘2. 성폭력에 대한 법의 태도’ 참조.
296) 개정법의 적용 여부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3년 선고 판결 중 한 판결문에서 문제
된 범행이 여러 건이어서 구법과 신법이 모두 적용된 사례는 제외하였다.
297) 2011.11.17. 이전 발생 사건에서는 형법 제302조 심신미약자간음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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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과 2013년 선고 사건수는 각 2건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비율의 증가만으로 강간죄
의 적용이 증가하였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한편 2013년 선고 판결 중에서는 구법이
적용된 판결과 신법이 적용된 판결의 적용 법조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만일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 성립에 대한 법원의 해석 완화가 적용 법조 변화의 원
인이라면, 위계․위력간음 및 강간의 기소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거나 적어도 기
점이 되는 대법원 판결을 전후로 하여 변화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 3-9>에
서 변화는 비친고죄화가 나타나는 2011년 개정법의 시행 전후에 따라 급격하게 나타나
고 있다. 결국 장애인준강간죄나 위계․위력간음, 강간죄의 기소 비율 변화가 위력이나 폭
행, 협박에 대한 법원 판단의 완화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적용 법조의
변화는 사법적 해석의 변화가 아닌 입법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위계·위력간음죄 비율 증가의 이유로서, 2011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인 법정형의 상향을 들 수 있다. 장애인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었다. 심신미약자간음죄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인데, 신설된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었다. 두 조항 모두 법정형이 상
당히 상향되었으나 특히 장애인준강간죄의 법정형은 매우 높게 설정되어, 강도상해죄(형
법 §337)와 같고, 하한만으로는 존속살해죄(형법 §250②)와 같은 수준이다. 그로 인하여
장애인이 피해자이기는 하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건으로 보이는 때에는 과도한 형벌에
대한 부담으로 장애인준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낮은 위계·위력간음죄를 적용하고자 하는
고려가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2013년 선고 판결로서 개정법 시행 후 범행 중 15.6%에는 아동·청소년간음죄가
적용되었다. 2008년 이전에는 이 범주에 해당하는 법조를 적용한 사례가 없었다. 피해자
가 13세 미만이면서 장애가 있는 때에는 당시 친고죄였던 13세미만의제강간죄보다는 장
애인준강간죄 등 비친고죄를 적용하는 경향이 있었고 13~18세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
애아동·청소년간음죄가 신설된 시점이 2011년 9월이어서 2013년 판결에서만 아동·청소
년간음 유형이 나타난 것이다.

2. 피해자 특성별 적용 법조
주요 적용 법조인 장애인준강간죄, 위계․위력간음죄, 강간죄를 중심으로, 피해자의 장

- 129 -

애 등급에 따라 주로 적용된 법조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3-10>과 같다.
<표 3-10> 피해자의 장애 등급별 적용 법조 (중복)
(n=193)

법조

장애인준강간

위계·위력간음

건

%

건

%

건

%

건

%

1

15

53.6

6

21.4

5

17.9

26

100.0

2

57

50.9

32

28.6

18

16.1

102

100.0

3

23

31.9

35

48.6

10

13.9

65

100.0

장애
등급

강간

전체

χ
² =19.081, df=6, p=0.004

장애 정도가 중한 장애 등급일수록 장애인준강간죄, 강간죄의 적용이 더 많았고, 장애
정도가 경한 장애 등급일수록 위계․위력간음죄의 적용이 더 많았다. 1급 또는 2급 지적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절반 이상에서 장애인준강간죄가 적용되었으나, 3급 지적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위계․위력간음의 적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추이는 2011년 개정법이 적용된 범죄로 범위를 제한하였을 때에도 동일하게 나타
났다.
2급보다 1급에서, 3급보다 2급에서 장애인준강간죄의 기소가 더 많다는 것은 장애 등
급상 피해자의 장애가 중한 것으로 나타날 때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이 성립
되기 쉽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폭행, 협박을 이용한 강간의 비중이 1급 피
해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만일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 정도가 결정되고 장애 정도가 중하면 별도의 행위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정한다면, 피해자가 장애 1급에
가까울수록 폭행, 협박의 사용은 불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적장애 1급 피해자 사건에서 강간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장애 등급상 장애
정도가 중하다고 하여 폭행, 협박과 같은 행위수단의 필요성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즉 장애 등급이 저항 능력과 직결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 장애 등급은
장애의 일부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 등급에 따라 피해자의 저항 능력이 결정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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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 유형별 적용 법조
주요 적용 법조인 장애인준강간죄, 위계․위력간음죄, 강간죄를 중심으로, 가해자 유형
에 따른 적용 법조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사례 수가 적어 유의미한 통계값
을 산출하기는 어려웠다.
<표 3-11> 가해자 유형별 적용 법조 (중복)
(n=201)

법조
유형
평소에 알던 사람
아는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

장애인준강간

위계·위력간음

강간

전체

건

%

건

%

건

%

건

%

78

51.0

57

37.3

23

15.0

153

100.0

4

21.1

9

47.4

6

31.6

19

100.0

17

58.6

10

34.5

3

10.3

29

100.0

χ
² =12.385, df=6, p=0.054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여 볼 수는 없으나,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 집단은 적용
법조간 차이가 다른 집단과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은 장애인준강간죄가 적용된 사례가 21.1%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
인준강간죄보다 위계․위력간음죄 및 강간죄의 적용이 더 많다. 2013년 선고 판결만 보면,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에 의한 범죄 23건 중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된 사례는 단
한 사례뿐이었다. 이 유형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가해자를 만난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전형적인 장애인 피해자의 모습, 즉 무지하고 무력하며 무성적인
피해자의 상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유형이다. 검사는 피해자가 온라인 상의 대화
가 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항거불능 수준에는 달하지 않는다고 보고, 가해자
와 대화를 나누다가 약속을 하고 만난 데에서 피해자의 자발성을 인정하여 위계, 위력이
나 폭행, 협박과 같은 수단이 입증되는 때라야 비로소 기소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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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판결 종류
1. 무죄율 및 선고년도별 판결 종류
전체 시기의 무죄율은 10.1%이다.(<표 3-12>) 전체 판결 중에서는 자유형이 5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집행유예형으로 29.6%를 차지하였다. 공소기각은 2.7%이다. 공소
기각 판결은 친고죄에 해당하는 조항이 적용되었으나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례에서
선고된 것이다.
<표 3-12> 판결 종류
판결

무죄

자유형(실형)

집행유예

공소기각

계

건

26

148

76

7

257

%

10.1

57.6

29.6

2.7

100.0

1998년 선고 판결 3건 중 1건은 자유형(33.3%), 2건은 집행유예형(66.7%)이다. 2003년
이후 선고된 판결의 판결 종류는 <표 3-13>과 같다.
<표 3-13> 선고년도별 판결 종류
무죄

판결
년도

자유형(실형)

집행유예

공소기각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2003

2

4.3

15

32.6

27

58.7

2

4.3

46

100.0

2008

2

3.3

32

52.5

23

37.7

4

6.6

61

100.0

2013

22

15.0

100

68.0

24

16.3

1

0.7

147

100.0

χ
² =45.189, df=6, p=0.000298)

<표 3-14>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대상 판결의 무죄율을 다른 종류의 범죄
와 비교한 것이다. 분석 대상 판결의 무죄율은 14.1%인 데 비하여 형법범 전체의 무죄
율은 5.1%,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는 5.2%, 성폭력처벌법범 전체는 4.0%여서,299) 지
298) 기대빈도가 5 미만인 셀이 20% 이상이므로 카이제곱 검정을 사용할 수 없어 Fisher의 정확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299) 2013년 사법연감 제1심 형사공판사건 죄명별 재판 인원수표에서 생명형, 무기징역, 자유형, 집행
유예, 무죄를 합산한 값을 분모로 하여 무죄율을 산정한 것이다. 법원행정처, ｢2014 사법연감｣,
2014, 906~911쪽. 분석 대상 지적장애인 성폭력 판결 중 생명형과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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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무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14> 범죄종류별 무죄율 (2013)
범죄

형법범 전체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성폭력처벌법범 전체

지적장애인 성폭력 범죄

%

5.1

5.2

4.0

15.0

2011년 법개정에서 주요 처벌조항이 비친고죄화됨에 따라 2013년 선고 판결에서는 공
소기각 판결이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공소기각을 제외한 판결을 시기별로 나누어보면
무죄와 자유형은 증가하고 집행유예형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3년과
2008년에 선고된 판결 중 무죄 판결은 각 2건으로 각각 4.3%, 3.3% 수준이었으나, 2013
년에는 15.0%로 증가하였다. 반면 집행유예형은 2003년 58.7%에서 2013년 16.3%까지
급감하였다.
집행유예의 감소는 법정형의 상향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집행유예의 선고는 3년 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 가능하다. 그런데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양형기준의 기준 형량도 높아지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는 수
준의 형량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표 3-18>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2013년
형량 중위수는 4.0년이다. 하지만 형량의 상승은 집행유예의 감소를 완전히 설명하지 못
한다. 자유형뿐 아니라 무죄 또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무죄와 자유형이 동시에 상승하는 추이는 모순적이다. 만일 장애인 성폭력의 유죄 인
정에 법원이 점차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자유형은 증가하고 무죄 비율은 감
소하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피해 사실의 인정에 엄격한 태도가 우세해지고 있다면 자유
형이 감소하는 대신 무죄가 증가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 선고된 판결일수록 무죄와
자유형이 둘 다 증가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먼저 어떤 사건이 기소에 이르게 되는가와 관련이 있다. 법원의 판단이
엄격할수록 검사는 유죄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을 선별하여 법원으로 가져갈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무죄율의 상승은 과거에는 입증 부족으로 판단되어 기소되지 않던 사건
이 더 많이 기소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죄율의 상승을 단지 입증이 어려운 사건의 기소 증가로만 보는 것은 충분하

었으므로 표에서는 자유형, 집행유예, 무죄를 합산한 값을 분모로 하여 무죄율을 산정하였다.

- 133 -

지 않다. 다른 종류의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전체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지적장애인 성폭
력 범죄의 무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300) 최근 몇 년 간 장애인 성
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성폭력에 대한 불신과 장
애인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증거조사가 문제되는 현실을 볼 때, 다른 종류의 범죄나
비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비하여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서 특별히 무죄가능성이 있는 사
건의 기소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른 범죄와의 무죄율
차이로부터, 유죄를 인정하는 데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를 추단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유형 비율의 증가 또한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적극적 유죄 인정 추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힘들다. 무죄가 동시에 증가하였고 집행유예형은 감소하였기 때문이
다. 자유형과 무죄의 동시 증가는 형벌이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즉 법관이 실형
을 선고할 만한 사건으로 판단할 때라야 유죄를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감경하여 집행
유예를 선고하는 대신 무죄를 선택하는 경향을 추측해볼 수 있다. 2011년 성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었고 후술하는 바와 같
이301) 선고형 또한 실제로 상승한 점을 볼 때, 일단 유죄를 인정하면 높은 형을 선고하
여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부담이 집
행유예율의 감소와 무죄율의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2013
년 선고 판결에서 무죄율의 급격한 증가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온라인으로 만나 범행에

300) 다만 무죄율 비교에 있어서는 이 논문에서 계산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무죄율과 그 외 범
죄의 무죄율의 계산 방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더
라도 다른 범죄에 비하여 무죄율이 높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간음 및 강간 사건을
중심으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법원 판단을 살펴보고자 하였기 때문에, 경합 사건에서 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강간 사건에 무죄가 선고되었을 때에는 다른 죄에 유죄가 인정되었더라도 무죄로 집
계하였다. 반면 법원에 문의한 결과에 의하면 사법연감은 법정형이 가장 중한 범죄의 결과에 따르
며, 형법상 범죄와 특별법상 범죄가 경합할 때에는 형법상 범죄를 우선한다. 장애인 간음 및 강간
사건에 주로 해당되는 죄는 형법상 심신미약자간음죄를 제외하고는 법정형이 다른 죄보다 높은 편
이기 때문에 사법연감의 산정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한 형법보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형법상의 비성폭력 범죄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간음 및 강간 사건이 아니라 형
법상 범죄를 기준으로 표기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한 사례는 많지 않다. 계산 방식을 달리 하여
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강간은 무죄가 인정되었으나 그 외의 성폭력 범행 또는 성폭력과 무관한
다른 범행에 유죄가 선고된 일부 유죄 사건을 모두 유죄로 계산하더라도 분석 대상 지적장애인 성
폭력 판결의 2013년 무죄율은 10.2%여서 여전히 다른 범죄에 비해 5.0~6.2% 더 높게 나타난다.
301) 선고형의 변화는 이하의 ‘제4절 자유형 형량’을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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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유형의 사례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유형과
관련하여 후술한다.

2. 적용 법조별 판결 종류
적용된 범죄 종류에 따라 판결의 결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선고년도별로 판결
종류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전 기간을 단순합산할 경우 선고년도별 총 판결 건수
의 차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범죄 종류와 판결 결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3년 한 해 동안 선고된 판결의 결과만을 살펴보았다.
적용 법조별 사례수가 적어, 유죄와 무죄로 구분하였다. 유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 공
소기각 판결을 제외하고, 자유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사례를 유죄로 합산하여 장
애인준강간죄, 위계·위력간음죄, 강간죄의 판결을 비교하였다. 카이제곱 검정 결과 적용
법조에 따른 판결의 종류는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죄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강간으로 27.3%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 다음은 장애
인준강간죄로 무죄율이 24.1%에 달하여, 대략 4건 중 1건 정도의 비율로 무죄가 선고되
었다. 그에 비하여 위계·위력간음죄의 무죄율이 가장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1%
로 성폭력처벌법범 전체(4.0%)에 비해 높은 무죄율을 나타냈다.
<표 3-15> 적용 법조별 유무죄 (중복) (2013)
무죄

판결

유죄

계

법조

건

%

건

%

건

%

장애인준강간

7

24.1

22

75.9

29

100.0

위계·위력간음

5

7.1

65

92.9

70

100.0

강간

9

27.3

24

72.7

33

100.0

χ
² =15.386, df=3, p=0.002

무죄율이 높은 범죄는 집행유예율도 낮게 나타나, 적용 법조에 따라서도 형벌이 양극
화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죄율이 가장 낮은 위계․위력간음죄는 자유형의 비율
이 77.1%로 가장 높았지만, 강간죄의 자유형 비율은 66.7%, 집행유예형 비율은 6.1%로,
집행유예보다는 무죄 또는 자유형 중 양자택일의 경향이 엿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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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율이 높은 장애인준강간죄와 강간죄의 공통점은 ‘저항의 불가능 또는 현저한 곤
란’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이다. 장애인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하여 저항이 불가
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하며, 강간죄는 가해자의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저항
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을 요한다. 강간죄와 장애인준강간죄의 무죄율이 높은
것은 위계․위력간음보다 구성요건의 충족이 어려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위계․위력
간음죄는 폭행, 협박을 요하는 강간죄에 비하여 행위수단의 범위는 더 넓고 장애인준강
간죄에 비하여 요구되는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도 가볍기 때문이다. 또한 위계․위력간음
죄에 비하여 장애인준강간죄와 장애인강간죄는 법정형이 더욱 높은데, 높은 법정형이 법
관의 양형 재량을 부당하게 축소하고 실무상 과도한 형벌을 피하기 위하여 관대한 처벌
을 하는 역설을 야기하기도 한다는 지적302) 또한 높은 무죄율의 이유로서 고려할 만하
다고 생각된다.

3. 피해자 특성별 판결 종류
피해자의 장애 등급에 따라 판결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일부 친고죄
에서만 선고되는 공소기각은 제외하고 2013년에 선고된 판결의 종류를 검토하였다.(<표
3-16>) 검정 결과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
다.(p=0.078)
<표 3-16> 피해자의 장애 등급별 판결 종류 (2013)
무죄

판결
장애 등급

자유형(실형)

집행유예

계

건

%

건

%

건

%

건

%

1

4

33.3

5

41.7

3

25.0

12

100.0

2

13

18.6

49

70.0

8

11.4

70

100.0

3

4

8.2

37

75.5

8

16.3

49

100.0

계

21

16.0

91

69.5

19

14.5

131

100.0

χ
² =7.491, df=4 p=0.078

따라서 지적장애 등급에 따른 판결 종류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므로 각 등급 내에서 판
302) 최상욱, “소위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22권 제2
호, 2011,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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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종류의 비율을 살펴보도록 한다.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인 경우 무죄율이 3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자유형의 비율은 41.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반면 집행유예형
의 비율은 25.0%였다. 빈도로는 무죄와 자유형, 집행유예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를
볼 때 장애 정도가 비교적 중한 1급 피해자가 범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음을 알 수 있
다. 장애 등급에 따라 장애 정도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1급 장애인
피해자는 장애인준강간죄 등 장애인 피해자 사건에 대한 특별조항을 두어 주로 보호하
고자 하는 대상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
으로 보인다.

4. 가해자 유형별 판결 종류
가해자의 유형에 따른 판결의 종류를 살펴보았다. 일부 친고죄에서만 선고되는 공소기
각은 제외하고, 선고년도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2013년 선고 판결로 제한하였
다. <표 3-17>과 같이 평소에 알던 사람에 의한 사건의 판결에서 무죄율은 14.1%, 자유
형은 68.7%, 집행유예형은 17.2%이며, 모르는 사람에 의한 사건의 무죄율은 14.3%, 자
유형은 71.4%, 집행유예형은 14.3%이다. 대부분의 가해자가 아는 사람 집단으로 편중되
어 있어서 그 외 집단의 사례수가 적어 유의미한 통계값을 얻기는 어려웠다.
<표 3-17> 가해자 유형별 판결 종류 (2013)
무죄

판결
유형
아는
사람

평소에 알던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

자유형(실형)

집행유예

계

건

%

건

%

건

%

건

%

14

14.1

68

68.7

17

17.2

99

100.0

5

22.7

15

68.2

2

9.1

22

100.0

2

14.3

10

71.4

2

14.3

14

100.0

χ
² =1.656, df=4 p=0.799

<표 3-17>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 집단이다. 이 집단
은 무죄율이 22.7%에 달하였다.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은 22명 중 20명이 온라인
으로 만난 사람에 해당한다. 2013년 선고 판결 중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에 의한 사건은
26.1%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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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자유형 형량
1. 선고년도별 형량
자유형이 선고된 판결에서 징역형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표 3-18>은 자유형이 선고
된 판결에서의 형량 중위수이다. 평균값은 형량이 특이하게 높거나 낮은 소수 판결의 영
향을 받고, 그 영향은 사례수가 적은 시기일수록 더 크게 나타날 것이므로 평균값 대신
중위수를 분석하였다. 전체 시기의 형량 중위수는 3.5년의 유기징역이다. 1998년에 1.5년
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3.0년으로 상승하였다가 2008년에 다시 2.0년으로 감소하고,
2013년에는 4.0년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2013년의 형량은 1998년에 비하여 2.7배, 2008
년에 비하여 2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표 3-18> 선고년도별 자유형 형량
선고년도

1998

2003

2008

2013

전체

중위수(년)

1.5

3.0

2.0

4.0

3.5

2013년의 급격한 선고형 상승의 한 가지 이유는 2011년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의 상향에서 찾을 수 있다. 장애인준강간죄의 법정형은 종래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이었다가, 2011.11.17.부터 개정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이 2.3배 상승하였다. 또한 심신미약자간음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유기
징역이었다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법정형의 상향 조정을 선고형 상승의 유일한 이유로 볼 수는 없다.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려면 범죄 발생일에 따라 선고형에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 즉 개정법 시행
일 후 발생한 범죄부터 법정형이 대폭 상승하여야 하며, 선고년도에 따른 차이는 없어야
한다. 그런데 <표 3-19>를 보면 범행일에 따른 차이보다 선고년도에 따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2013년 선고 판결 중 2011년 법 개정 이전의 범행만이 문제된
사건의 형량 중위수는 5.0년으로, 법 개정 이후 범행만이 문제된 사건의 형량 중위수
4.0년에 비하여 오히려 1.0년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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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9> 범행일별 선고년도별 자유형 형량
(단위: 년)

선고년도

2008

2013

개정법 시행 전

2.0

5.0

개정법 시행 후

-

4.0

범행일

선고년도에 따른 차이는 형량 분포에서도 나타난다. <표 3-20>에서 2008년의 자유형
형량을 살펴보면 1년 이상 3년 미만이 선고된 사례가 59.4%로 가장 많고, 5년 이상이
선고된 사례는 3.1%에 그쳐, 대부분의 판결에서 5년 미만이 선고되고 있다. 2008년과
마찬가지로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2013년 선고 판결과 비교해보
면, 2013년 선고 판결에서는 5년 이상 7년 미만이 선고된 사례가 50.0%로 가장 많고, 3
년 이상 5년 미만이 선고된 사례가 25.0%, 7년 이상이 선고된 사례도 12.5%여서, 전체
적으로 3년 이상이 선고된 사례가 87.5%이다. 이는 개정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에 대한
2013년 선고 판결의 양상과 더 유사하다. 개정법 시행 후의 범죄는 88.2%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었다. 따라서 법 개정으로 인한 법정형 상승 외의 요인이 선고형의 상
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표 3-20> 범행일별 선고년도별 자유형 형량 분포
형량
년도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7년 미만

7년 이상

계

건

%

건

%

건

%

건

%

건

%

건

%

개정법 시행

2008

3

9.4

19

59.4

9

28.1

1

3.1

0

0.0

32

100.0

전 범행

2013

0

0.0

1

12.5

2

25.0

4

50.0

1

12.5

8

100.0

2013

0

0.0

10

11.8

41

48.2

19

22.4

15

17.6

85

100.0

개정법 시행
후 범행

법정형 상승 이외의 형량 상향의 요인으로는 성범죄 양형기준을 들 수 있다. 성범죄
양형기준은 2009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강간죄 전체의 평균 형량이 양형 기준 시행 후
약 1년 가량 상승303)한 데 비하면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형량 상승폭은 더 높은 편이

303) 김현석(2010)에 따르면 강간죄의 형량 평균은 2008년 2.5년에서 양형기준 시행 이후인
2009.7.1.~2010.2.28. 3.6년으로 1.1년 정도 상승하였다. 기본영역의 평균은 2.1년에서 2.8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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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양형기준상 장애인 대상 범죄의 형량 기준이 비장애인 대상 범죄에 비하여 높
아진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2009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에 대해 기본영역을 2년6월~4년6월, 감경영역을
1년6월~3년, 가중영역을 3~6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특별양
형인자의 가중요소로 명시하였다. 그러다가 2012.3.16. 시행된 제3차 수정 양형기준에서
2011년의 개정 성폭력처벌법을 반영하여, 13세 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간죄(§6①), 장애인준강간죄(§6④), 장애인위
계·위력간음죄(§6⑤)를 포함하는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기본영역은 6~9년, 감경영역은
4~7년, 가중영역은 8~12년으로 조정되었다. 일반 강간죄에 비하여 각 영역의 형량이 2
배 이상 높게 설정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양형기준의 마련이 2013년 선고 판결의 형량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 적용 법조별 형량
장애인준강간죄, 위계·위력간음죄, 강간죄, 아동·청소년간음죄 등 적용 법조에 따라 법
정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범죄 종류에 따른 형량을 알아보았다. 선고년도에 따라 적용 법
조의 비중이 달라지고, 가장 판결 건수가 많은 2013년에 전체적인 형량 또한 상향되었
으므로 전체 시기를 단순 합산하여 범죄 종류별 형량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된 판결문을 비교하기 위하여 2013년 선고 사건 중 2011년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의 범행으로 한정하여 범죄 종류별로 구분하였다.
<표 3-2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형량이 가장 높은 범죄는 강간죄이다. 형량 중위
수는 6년이다. 그 다음은 장애인준강간죄 5년, 위계·위력간음죄 4년 순이다. 가장 형량이
낮은 범죄는 아동·청소년간음죄이다. 형량 중위수는 2.8년이다. 아동·청소년간음의 형량
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다른 범죄에 비하여 법정형과 양형기준상의 기준 형량이 모두
낮은 점을 반영한다. 아동·청소년간음에 해당하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장애아동·청소년간
음죄와 형법상 13세미만의제강간죄의 형량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성범죄 양형기준
상 13세 이상과 이하 모두 기본영역 2년6월~5년, 감경영역 1년6월~3년, 가중영역 4~6년

감경영역은 2.0년에서 2.1년으로, 가중영역은 4.1년에서 5.0년으로 각기 상향되었다. 김현석, “양형
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2호, 2010,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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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용되어 장애인준강간죄나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 장애인강간죄보다 기준형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표 3-21> 개정법 시행 후 발생 범죄의 적용 법조별 자유형 형량 (2013)
(단위: 년)

적용법조

장애인준강간

위계·위력간음

강간

아동·청소년간음

기타성폭력

중위수

5.0

4.0

6.0

2.8

4.0

<표 3-22>의 형량 분포를 살펴보면, 2011년 개정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서 1년 미만의 징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3년 미만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장 많은
범죄는 아동·청소년간음죄로 절반이 3년 미만의 유기징역이 선고되었다. 위계·위력간음
죄는 절반 이상이 3~5년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의 법정형 하한
인 5년 이상은 38.8%이다. 장애인준강간죄와 강간죄는 각각 14.3%, 36.8%가 법정형 하
한인 7년 이상이 선고되었다. 아동·청소년간음죄 중 법정형 하한인 3년 이상에 해당되는
비율은 50.0%이며, 16.6%(2건)가 5년 이상에 해당하였다.
<표 3-22> 개정법 시행 후 발생 범죄의 적용 법조별 자유형 형량 분포 (중복) (2013)
1년 미만

1-3년 미만

건

%

건

%

건

장애인준강간

0

0.0

1

14.3

위계·위력간음

0

0.0

3

강간

0

0.0

아동·청소년간음

0

기타성폭력
기타범죄

형량
년도

3-5년 미만

5-7년 미만

7년 이상

계

%

건

%

건

%

건

%

2

28.6

3

42.9

1

14.3

7

100.0

6.1

27

55.1

10

20.4

9

18.4

49

100.0

0

0.0

7

36.8

5

26.3

7

36.8

19

100.0

0.0

6

50.0

4

33.3

1

8.3

1

8.3

12

100.0

0

0.0

2

12.5

7

43.8

3

18.8

4

25.0

16

100.0

0

0.0

0

0.0

3

33.3

2

22.2

4

44.4

9

100.0

<표 3-23>은 적용 법조의 각 범주별로 대표적인 조항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선고형
과 비교한 것이다. 법정형은 장애인준강간죄와 장애인강간죄가 동일하게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는 5년 이상으로, 장애인준강간죄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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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이 2년 낮다. 양형기준은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위계·위력간음, 장애인강간죄가 동일
하게 기본영역 6~9년이 적용된다.
<표 3-23> 적용 법조별 양형기준과 선고형
양형기준
범죄 종류

장애인준강간죄(§6④)
장애인위계·위력
간음죄(§6⑤)
장애인강간죄(§6①)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5년 이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감경영역

기본영역

가중영역

선고형
중위수

4~7년

6~9년

8~12년

5.0년

4~7년

6~9년

8~12년

4.0년

4~7년

6~9년

8~12년

6.0년

선고형과 법정형, 양형기준을 비교해보면, 선고형이 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장
애인준강간죄의 법정형 하한은 7년,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하한은 6년이지만 선고형 중위
수는 5년이며, 장애인강간죄 또한 법정형 하한이 7년, 기본영역 하한이 6년인데 선고형
중위수는 기본영역의 하한인 6년이다.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의 법정형 하한은 5년, 기
본영역 하한은 6년이지만 선고형 중위수는 4년으로 낮다.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의 경우
선고형 중위수가 감경영역의 하한과 동일한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준강간죄와 장애인위
계·위력간음죄의 법정형 하한 차이는 2년이며 장애인준강간은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하지
만, 양형기준은 위계·위력간음을 장애인준강간죄와 동일한 범주에 넣고 있다. 그로 인하
여 <표 3-21>에 나타나듯 장애인준강간죄와 위계·위력간음죄의 형량 차이는 1.0년으로
줄어든다.
정리하면 2011년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에서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이 대폭 상향
되었고 그에 따른 양형기준의 마련으로 선고형도 2배 이상 상승하였으나, 다수의 사건에
서 감경되어 법정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장애인준강간죄와
위계·위력간음죄의 선고형 차이는 법정형의 차이만큼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 특성별 형량
피해자의 특성에 따른 자유형 형량을 살펴보았다. 판결 종류의 분석과 같이 피해자의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2013년 선고 판결을 분석하였다. <표 3-24>에서와 같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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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1급인 경우 자유형 중위수는 3.5년이었으며, 2급 피해자인 경우는 중위수가
5.0년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의 <표 3-16>에서 지적장애 1급 피해자 사건의 무죄율
이 33.3%로 매우 높고 자유형이 선고된 비율은 41.7%에 그쳤던 점을 볼 때, 1급 피해
자는 무죄의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량이 낮아 가벼운 처벌이 이루어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4> 장애 등급별 자유형 형량 (2013)
(단위: 년)

분석

중위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1

3.5

3.8

2.0

5.0

1.3

2

5.0

5.5

2.0

18.0

3.0

3

4.0

4.7

2.0

10.0

2.1

장애 등급

이처럼 1급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가장 가볍게, 2급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이 가장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은 <표 3-2>의 피해자의 장애 등급 분포에서 2급 지적
장애인의 수가 가장 많았던 점, <표 3-16>의 지적장애 피해자의 장애 등급별 판결 종류
에서 지적장애 1급 여성이 피해자인 경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낮았던 점 등에서도 반복
적으로 확인되는 바이다. 이는 1급 및 3급 피해자가 각기 다른 이유에서 신빙성을 의심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급 피해자는 진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3급 피해
자는 허위 진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 신빙성을 의심받고, 그 의심이 불기소, 무죄,
낮은 형량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결국 지적장애여성은 피해를 진술할 능력은 있
지만 허위 진술을 할 능력은 안 되는 아슬아슬한 지점에 존재할 때 성폭력 피해가 인정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지게 된다.

4. 가해자 유형별 형량
가해자 유형별로 선고 형량을 알아보았다. 선고년도에 따라 형량 차이가 크고 가해자
유형 집단별 비중에도 차등이 있으므로 <표 3-25>와 같이 2013년 판결만을 살펴보면,
평소에 알던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의 편차가 드러난다. 평소에 알던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평균 형량은 각각 5.4년, 5.2년으로서 0.2년의 차이에 불과하나 중위수는 평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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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0.8년 더 낮았다.
<표 3-25> 가해자 유형별 자유형 형량 (2013)
(단위: 년)

분석
유형
평소에 알던 사람
아는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
모르는 사람

중위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4.0

5.4

2.5

18.0

2.7

3.5

3.8

2.0

6.0

1.3

4.8

5.2

3.0

10.0

2.0

평소에 알던 사람에 의한 사건은 모르는 사람에 의한 사건에 비하여 사건별 형량 편
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평소에 알던 사람에 의한 사건 중 모르는 사람에 의한 사건 형
량의 최대값인 징역 10년을 초과하는 사례는 총 3건이었다. 가장 높은 형인 18년의 유
기징역이 선고된 사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부이자 사실상의 의부로서, 피해자가 5세
경부터 추행을 하다가 6세 경부터 강간을 시작하였고, 10세부터 20세에 이르기까지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장애인강간, 친족관계강간 등 9차례304)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렀
으며 피해자를 강간한 이웃에 대하여 합의를 하자며 2차례에 걸쳐 공갈을 하였던 사례
이다.305) 징역 12년이 선고된 다른 사례 역시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부로서 피해자가 14
세일 때부터 약 2년 간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때에는 피해자가 매우 어렸을 때부터 범행이 시작되어 오랜 기간 수차례에 걸쳐
반복될 위험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나머지 1건 역시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는데, 친족
관계는 아니었으나 가해자에게 이미 수 차례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특이사항이 있었다.
이처럼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 중에서 높은 형량이 선고된 몇몇 사례는 동거관계를 이
용하여 상습적인 범행이 일어났거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사례였다.
형량이 가장 낮은 집단은 만난 지 몇 시간 만에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형량 중
위수는 3.5년에 불과하다. 이 집단은 대부분 온라인 채팅을 통하여 만난 유형으로, <표
304) 법원은 양형 판단에서, 인정된 범행은 성폭력 9회, 공갈 2회이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중학교 2학
년 때부터 주 3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실상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하였다.
305) 이 판결에서 가해자는 총 3명으로, 가장 높은 형을 받은 피고인이 징역 18년, 나머지 2명이 각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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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죄율이 21.7%로 매우 높고, 집행유예보다는 자유형 선고
가 많지만 형량은 낮았다.
평소에 알던 사람에 의한 사건과 모르는 사람에 의한 사건을 비교해보면, 모르는 사
람에 의한 범죄에 좀 더 높은 형이 선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용 법조 변수를 통제
하여 장애인준강간죄가 적용된 사례의 형량만을 비교해보더라도 여전히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더 중하게 처벌되고 있었다. <표 3-26>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평소에 알
던 사람의 형량 중위수는 5.0년, 모르는 사람은 6.0년으로 장애인준강간죄가 적용된 사
례 중에서도 모르는 사람의 형량이 평소에 알던 사람보다 더 높았다.
<표 3-26> 가해자 유형별 장애인준강간죄 자유형 형량 (2013)
(단위: 년)

분석
유형
평소에 알던 사람
아는
사람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306)
모르는 사람

중위수

평균

최소값

최대값

표준편차

5.0

5.7

3.5

12.0

2.3

-

-

-

-

-

6.0

6.0

5.0

7.0

1.4

성범죄 양형기준을 따른다면,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모르는 사
람보다 평소에 알던 사람의 형이 더 높아야 할 것이다. 2009년 성범죄 양형기준부터 ‘인
적 신뢰관계의 이용’, 2010년 1차 수정 양형기준부터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등이 일
반양형인자의 가중요소로 명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의 선고
형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성폭력의 전형적 상에서 벗어나는 평소에 알던 사
람의 범행에 더 관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여성주
의적 비판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더 사소하게 다루어지는 경향은 오랫동안 지적
된 바 있다.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는 공적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사적 분쟁으로 이해
되고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책임이 있거나 모르는 사람에 의한 공격보다 덜 위협적이라
고 판단된다.307) 뿐만 아니라 평소에 알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기가

306)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에 의한 사건으로는 2013년에 장애인준강간죄가 적용된 유죄 사례
가 없다.
307) 수센 에스트리치,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 1995[1987], 50~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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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월하므로 피해자의 고소 취소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내기가 쉽다.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므로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친고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지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권력, 피해
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수월하게 저지를 수 있었다면,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 의사나 고소 취소 또한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쉽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지적장애여성이 표현하는 처벌 불원 의사가 전면적으로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을 다른 성폭력 범죄와 구별하고 판단 기준 역시 달리
적용하고 있음에 비하여 처벌 불원 의사의 판단에서도 그와 같은 고려가 행해지는지 여
부는 불분명하다.

제5절 무죄 사유
전체 분석 대상 판결 257건 중 무죄가 선고된 판결은 26건이다. 무죄의 사유로는 피
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 피해자의 항거불능 부정, 최협의 폭행․협박 또는 위력 부정, 피
해자의 장애 인식 부정, 강간 범의(犯意) 부정 등이 나타났다.
<표 3-27> 무죄 사유 (중복)
최협의

피해자 진술

항거불능

신빙성 부정

부정

폭행․협박
부정

건

16

6

%

61.5

23.1

사유

위력

피해자의

강간 범의

부정

장애 인식
부정

3

4

4

1

26

11.5

15.4

15.4

3.8

100.0

부정

전체

피해자의 항거불능 부정은 장애인준강간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해자가 장애로 항거
불능인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이며, 최협의 폭행․협박 부정은
강간죄가 문제되었으나 피고인이 폭행․협박을 사용한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거나 폭행․협
박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위력 부정 또한 위력간음죄가 문제되었으나 위력
행사가 증명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예이다. 피해자의 장애 인식 부정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은 장애인강간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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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청소년간음죄로 기소되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강간 범의 부정은 강간으로 기소되었으나 강제추행만
이 유죄로 인정된 1건의 사례에서 강간 무죄의 사유였다.
가장 많은 무죄 사유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부정으로 26건 중 16건(61.5%)에서 무죄
의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더라도 진술능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 입장이다. 오히려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진
술을 요구할 경우 처벌에 공백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지적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법률로써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엄격한 증명책임의 정도를 다소 완화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한다고 한다. 증명책임의 완화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
의 방어권 행사를 무력화하거나 본질적으로 침해 또는 제약할 수준이 아니라면 어느 정
도 용인되는 범위 내로 해석하여야 하며, 증명책임 완화의 정도는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필요성과 피고인의 구체적 방어권 행사 대상을 상호 비교 형량하여 조화롭게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308)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요부분의 비일관성,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음,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 허위진술 또는 과장 가능성, 피암시성, 진술의
구체성 결여 등을 신빙성 부정의 이유로 들고 있다. 무죄의 사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
성이 문제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성폭력 사건의 특성이기도 하다. 법원의 오판을 연구한
김상준(2013)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어 무죄가 선고된 사건 266건 중
에서 240건(90.2%)이 성폭력 범죄로 나타난 바 있다.309) 이는 다른 종류의 범죄에 비하
여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대한 검토가 더욱 엄격하게 행해지고 있음을 의미하
는 것이기도 하다.310)
두 번째로 빈번하게 등장한 무죄 사유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부정으로, 26건 중 6건
(23.1%)에서 나타났다.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이유로 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부정은
3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 선고, 2012고합1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6. 선고, 2012고
합1547 판결 등.
309)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항소심의 파기자판 사례들을 중심으로｣, 서
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2013, 180쪽. 분석대상 사건 중 성폭력 범죄 사건
의 비중은 57.6%이다.
310) 이에 대해서는 제4장 ‘제2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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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준강간죄의 무죄 중 60.0%를 차지하는 사유이다.
무죄 사유들 중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부정, 최협의 폭행․협박 부정, 위력 부정, 피해
자의 장애 인식 부정은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반영되는 요소라는 데에
공통점이 있다. 항거불능 부정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피고인
이 이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며, 최협의 폭행․협박과 위력의 부정은 피고
인이 피해자의 저항이나 자유의사를 억압할 만한 행위수단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하
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항거불능이나 자유의사의 억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피해자의 장애 정도, 사용된 폭행․협박, 위력의 종류나 정도만을 파악하는 것으로는 부족
하다.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저항 불가능, 가해자의 언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저항이나
자유의사의 억압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사유로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적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어떠한가 또는 가해자가 어떠한 폭
행․협박, 위력을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 외에도 피해자의 경험, 삶의 조건, 평소 가해자와
맺는 관계,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서로에 대한 인식, 범행
전후 정황 등의 요소들이 성폭력이 문제되는 상황의 맥락을 구성한다.
상황의 맥락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가운데에서 법원은 어떤 정보는 취하고 어
떤 정보는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며, 어떤 정보는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룬다. 증거에 대한 법원의 취사선택은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시각
을 반영한다. 장애가 매우 중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할
것이라고 보면, 법원은 다른 여타의 요소들보다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가 얼마나 중한지,
가해자가 사용한 폭행․협박, 위력의 정도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쉽
다. 반면 장애여성의 삶에서 돌봄의 필요가 중요하고 여성이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하
지 못하는 맥락이 존재한다고 보면,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나 폭행․협박, 위력의
정도 외에도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삶의 조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와 같은 정보들을
중요하게 고려할 것이다. 또한 아는 사이에서 성폭력이 일어나기 어렵다는 등의 강간신
화를 내면화하고 있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비롯한 대개의 정보들은 강간신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재구성될 수 있다.
피해자의 장애 인식 부정 역시 성폭력에 대한 시각의 영향을 받는다. 피해자의 장애
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 판단은 법원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와 피고인
의 성관계를 얼마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지와 관련이 있다. 지적장애여성이 과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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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이라는 관념은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하고 피고
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몰랐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다. 반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성관계의 문법에 대한 인식은 가해자가 통상적인 성적 규범에서 동떨어진 방
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전형적인 성관계의 각본과는 다른 성관계를 가졌을 때 경
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라
고 판단할 수 있다.
결국 이상의 네 가지 요소들은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와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시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다면 지적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높은 무죄율은 허
위 신고나 입증 부족이 아니라 장애여성 성폭력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법원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바꾸어 법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의 판단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분석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제6절 소결
지금까지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준강간죄에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포
함된 1998년 이래로 2013년까지 선고된 판결을 5년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1998년, 2003년, 2008년, 2013년에 선고된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간음 및 강간 사건의 1
심 형사 판결문 257건이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과거에 비하여 지적장애인 성폭력 판결문의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다.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수사의 확대와 기소 건수의 증가, 비친고죄화로 인한 불기소
처분의 감소, 피해자 지원 제도 확대로 인한 피해 입증 가능성 상승 등의 원인을 추정
할 수 있다.
피해자의 장애 등급은 2급 피해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
급, 1급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지적장애여성의 수는 3급
이 가장 많아 피해자의 분포와 차이가 있었다. 지적장애 1급 피해자는 진술능력과 신빙
성으로 인하여, 3급 피해자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의심과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가
해자의 인식 여부 문제로 인하여 신고 및 기소에 성공하는 비율이 2급 피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선고년도별로는 2008년에 비하여 2013년에 1급 피해
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3급 피해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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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수사의 확대가 소위 ‘비전형적 피해자’ 사건의 기소를 증가시
킨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에 나타난 피해자의 최초 피해 연령 중위수는 21.5세이며, 30
세 미만의 피해자가 전체의 70.3%를 차지한다. 40대 이상 피해자의 비율도 12.2%로 적
지 않아, 성폭력 피해가 어린 여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가해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 대부분을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고년도별로는 2013년의 판결에서 2003년, 2008년에 비하여
모르는 사람의 비중이 감소하고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의 유형이 증가하여, 이전
과 달리 2013년에는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이 모르는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 이
는 온라인을 통하여 만나게 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행의 증가를 시사한다.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세부 유형은 동네 사람으로 아는 사람의 33.3%에 해당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고용주 또는 직장상사, 친부 또는 양부나 모의 동거인,
친구 또는 선후배 등의 유형이 나타났다.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은 평소의 친분관계나
피해자의 의존, 피해자에 대한 권력 등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한층 수월한 특징이 있다.
지적장애인 성폭력에 주로 적용된 조항은 선고년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장애인
준강간죄의 적용은 점차 줄어들고 위계․위력간음죄와 강간죄의 적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장애인준강간죄가 비율만이 아니라 수적으로도 급격히 감소하면서 적용 법조의 비중이
뚜렷이 변화하고 있는 것은 기소되는 범행의 태양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
려 친고죄 적용 배제 범위의 확대, 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 관행, 장
애인 성폭력 범죄 법정형 상향 등의 변화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하
면 각 법조의 구성요건의 차이보다도 입증 가능성이나 처벌 가능성, 처벌의 정도 등과
같은 구성요건 외의 요소들이 기소 및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장애 등급에 따라서는 장애 정도가 중한 장애 등급일수록 장애인준강간죄
및 강간죄의 적용이 더 많고 장애 정도가 경한 장애 등급일수록 위계․위력간음죄의 적용
이 더 많았다. 장애 등급상 장애가 더 중할 때 강간죄로 기소된 사건의 비율이 높은 것
은, 장애 등급이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지표라는 점을 보여준
다.
가해자의 유형별로는 평소에 알던 사람에 의한 범죄와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 사이
에 적용 법조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반면 아는 사람 중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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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애인준강간죄가 적용된 경우가 적었다. 범행 몇 시간 전에 만난 집단은 대부분 온
라인으로 알게 되어 만난 사례로서, 법원의 판단에서 피해자는 ‘전형적인’ 장애인 성폭
력 피해자의 상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
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분석 대상 판결의 전 기간 지적장애인 성폭력 판결의 무죄율은 10.1%, 2013년 선고
판결의 무죄율은 15.0%로 다른 범죄에 비하여 상당히 높았다. 선고년도별로는 최근 판
결에서 무죄와 자유형이 훨씬 많이 나타나고 집행유예형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최
근으로 올수록 입증이 어렵더라도 기소에 이르는 사례가 늘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범죄보다 무죄율이 크게 높은 점에서 볼 때, 최근의 판결에서도
장애인 성폭력의 유죄 인정에 소극적인 법원의 태도를 추측해볼 수 있다. 무죄의 증가와
더불어 집행유예형의 감소는 징역형의 선고가 아니면 무죄로 양극화되는 판결의 경향을
보여준다.
무죄율을 적용 법조별로 살펴보면 2013년 선고 판결을 기준으로 강간의 무죄율이
27.3%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준강간의 무죄율도 24.1%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위계·위
력간음의 무죄율은 7.1%로 큰 차이를 보였다. 강간과 장애인준강간은 공통적으로 위계․
위력간음에 비해 법정형이 높고 폭행․협박 또는 장애로 인한 ‘저항의 불가능 또는 현저
한 곤란’을 요한다는 공통점이 있어, 높은 법정형으로 인한 강한 입증 요구, 피해자의
항거불능이라는 구성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의 영향을 예측하여볼 수 있다. 피해자의 장
애 등급과 판결 종류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급, 2급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무죄율이 상당히 높았고, 1급 피해자 사건의 25.0%에서 집행유예형이 선고되
었으며 실형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장애 정도가 중한 장애 등급의 피해자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선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해자 유형과 판결 종류의 상관관계 또한
확인하기 어려웠다. 가해자의 세부 유형별로는 가해자가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인 경우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분석 대상 판결 중에서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 형량 중위수는 3.5년의 유기징역이었다.
선고년도별로는 점차로 형량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08년에는 오히려
2003년보다 형량이 떨어지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2013년의 형량이 이전보다 상
승한 것은 2011년 성폭력처벌법의 개정, 2009년 성범죄 양형기준의 시행, 2012년 수정
양형기준의 시행을 이유로 들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의 개정에서 법정형이 대폭 상향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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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상향된 형량이 양형기준에 반영됨에 따라 법정형은 2008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상승
하였다. 선고형 상승의 시점을 볼 때 법정형 상향보다는 양형기준의 시행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적용 법조별 형량은 강간, 장애인준강간, 위계․위력간음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고형의
중위수를 각 범죄의 법정형 및 양형기준과 비교하여보면, 장애인강간죄의 선고형은 양형
기준의 기본영역의 하한과 같았고 법정형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준강간죄, 장애
인위계․위력간음죄의 선고형은 법정형의 하한 및 양형기준의 기본영역 모두에 달하지 못
하였다. 오히려 선고형은 양형기준의 감경영역의 하한에 더 가까운 수준이었다. 그리고
장애인준강간죄와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의 선고형 차이가 법정형의 차이에 비하여 더
적어, 장애인준강간죄 사건에서 감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각 조
항의 가벌성에 대하여 입법자가 판단한 차이보다 법원이 판단하는 차이가 더 적은 것으
로 보인다.
피해자 특성별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인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형량이 가장
낮았다. 법원이 피해자의 장애와 저항 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장애 등급과 지능지수를 중
요한 자료로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급 피해자에 대한 범죄에서 무죄와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형량이 낮다는 것은, 장애 정도가 중한 피해자에
대한 범죄에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해자 유형별로는, 2013년에 선고된 판결에서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
죄에 선고된 형량이 0.8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준강간죄가 적용된 사건에서
형량 차이는 1.0년으로 늘어났다. 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는 사람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
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때 더 무거운 처벌을 하도록 하는 기준과는 상반되는 결
과이다. 선고형을 상향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에 더 낮은 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전통적으로 아는 사람에 의한 범죄가 덜 심각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여성주의 법학의 분석을 재확인하여 준다.
마지막으로 무죄의 사유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그
외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부정, 최협의 폭행․협박 또는 위력 부정, 피해자의 장애 인식 부
정 등의 사유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상의 네 가지 사유는 모두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
한 법관의 시각과 관련이 있는 사유들이다. 강간신화나 장애인에 대한 통념을 비롯하여
비장애남성 중심적인 성폭력에 대한 전형적 상을 법원이 전제로 삼고 있을 경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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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의 신빙성이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여부, 폭행․협박이나 위력이 피해자의 저항이나
자유의사를 억압하였는지 여부,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이 취사선택하는 정보와 그 해석의 방향은 매우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상의 무죄 사유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4장에서 판결문의 내용을 검토하도록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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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비판적 분석

제4장에서는 법원이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장애여성 성폭력 규제 법제 및 법적 판단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지적장애여
성 성폭력 판결문의 질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대상은 1998.1.1.부터 2013.12.31. 사
이에 1심이 선고된, 지적장애여성을 대상으로 한 간음 및 추행 범죄 형사사건의 판결문
이다. 분석은 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주된 쟁점인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
에 대한 법원의 판단(제1절)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제2절)으로 구
분하여 본다. 마지막으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이 가해자의 어떠한 행위들로 구성되는지
를 설명함으로써(제3절), 법원의 판단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지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제1절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의 의의
(1)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서 장애인준강간죄의 지위
제1절에서는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의 틀로 삼
아, 성폭력 사건에서 지적장애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을 살펴볼 것이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적용 법조가 점차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분석의 틀로 삼는 이유를 먼저
논한다.
장애인준강간죄는 2011.11.17.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에 가장 많이 적용된 조항이다. 개정 전의 성폭력처벌법에서 장애인준강간이란 피해
자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자의 장애가 항거불능 수준에 이르지 않고 다만 심신미약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형
법상 심신미약자간음죄(§302)를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심신미약자간음죄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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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또는 위력을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또한 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
으면 기소 및 공소의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로 인하여 법 개정 전에는
대부분의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되었다. 장애인준강간죄는 피해자
가 장애로 인하여 간음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면
성립한다. 가해자가 폭행·협박, 위계·위력 등의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그래서 장애인준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가장 쟁점이 되는 요소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간음에 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다. 때문에 법원이 피해자의 ‘항
거불능’ 상태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범죄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1.11.17. 성폭력처벌법 개정에서 장애인강간죄,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가 신설되었
다. 각각은 본래 형법상 강간죄 또는 심신미약자간음죄에 해당하던 범죄였는데 그 중 장
애인에 대한 범죄가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면서 친고 요건이 배제되었고 법정형도 상승
하였다. 무엇보다도 친고 요건의 배제는 공소 유지의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
였다. 그로 인하여 폭행·협박, 위계·위력이 사용된 간음이더라도 비친고죄인 장애인준강
간죄로 기소하던 경향이 줄어들고 장애인강간죄,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의 기소가 증가
하였다. 이는 앞서 <표 3-8>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 장애인강간죄 또는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 사건의 판결에 나타
나는 판단 근거들은 법 개정 전의 장애인준강간죄 사건의 판결에서 사용된 판단 근거들
에 폭행·협박 및 위계·위력과 같은 행위수단의 판단을 추가하는 정도여서, 장애인준강간
죄에 대한 기존 판례에 토대를 두고 있었다. 이는 성폭력처벌법에 신설된 조항들이 공통
적으로 장애인을 객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 장애인준강간죄와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
장애인강간죄가 공통적으로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비
롯된다. 장애인 성폭력 범죄 조항들에서 객체로서의 장애인의 범위와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의 공통성을 이하에서 순서대로 살펴본다.

(2)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객체로서의 장애인의 범위
먼저 객체의 측면에서, 장애인준강간죄뿐 아니라 장애인강간죄,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
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
를 인식하였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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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살핀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 답변내용, 질문에 대
한 이해 정도 등을 보면 피해자의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분명히 드러나는 점, 피해자
가 거주하는 마을의 이장과 관할 면사무소 직원도 피해자가 평소 씻지 않고 매일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서 곁에 있기 싫을 정도로 지저분하고,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해서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는 등 누구나 피해자를 보면 금방 정상이 아
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며칠 전부터 피해자를 보아 왔
고 피해자와 처음 만나 성관계를 가진 날에도 최소한 한두 시간을 같이 다니면서 이것저
것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가졌던 점, 피해
자는 처음 만난 피고인이 1만 원을 주겠다거나 빈 집을 한 번 보러가자고 하자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피고인을 따라 폐가로 간 후,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 및 시도에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이에 응한 점 (…) 등을 종합하
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C-11해]

장애인위력간음죄의 유죄가 인정된 위 사례와 같이 법원이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피
고인의 인식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 피고인 외에 피해자를 알고 있었
던 사람들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
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 등을
살피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피고인 외의 사람들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할 수 있었
는지 여부,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가능성은 본질적으로 피해자의 장애가
겉으로 드러날 정도인가 하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의 질문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피해자
의 장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에서 검토하는 요소들은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피해자
의 장애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한 요소들과 같게 된다.
장애인강간죄에 대하여 판단한 다음의 사례 또한 그러하다.

피해자는 (…) 성관계의 의미, 성매매의 의미, ‘강간’의 의미에 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
다. (…) 적절한 방법으로 구호를 요청할 능력이 있었다. (…) 피해자는 (…) 이 사건 이후
(…) 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여 (…) 지적장애 3급으로 등록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
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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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자는 (…)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수준이다. 실제로 앞서 본 바와 같
이 피해자는 이혼 후 직업을 가지면서 생활하였고, ‘형사상 합의’가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으며, 원심법정에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억할 정도의 사회성과
지능을 가지고 있었다. (…) 전체적으로 질문 내용과 답변을 이해하고 있고, 강간 피해를
봤다는 사실 자체에 관해서는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였다. [C-132북, 항소심]

위 사례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얼굴에 들이대고 찌르겠
다며 협박하고 얼굴, 허리, 머리 등을 손과 발로 때려 강간한 사건이다. 1심은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데에 배심원 전
원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법원은 배심원의 의견과 달리 장애인강간죄의 유죄를 선
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애를 몰랐고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
하며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부정하고 특수
강간만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로 감경하였다.
위 인용 부분은 피해자의 장애 및 피해자의 장애를 피고인이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대
한 판단이다. 항소심 법원은 ① 피해자가 혼인하여 자녀 3명을 낳았고 이혼 후 ‘○○카페’
등에서 일하며 성매매를 하기도 하였으며, 손님으로 온 피고인과 약 3~4회 술을 마신
적이 있고 2회 정도 성매매를 한 점, 성관계, 성매매, 강간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성매매를 권유하여 무리 없이 혼자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갔으며, 범행 직후 화장실에서 경찰에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구호를 요청할 능력이 있었던 점, ③ 피
해자의 장애 등급은 범행 이후 받은 것이어서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임을 몰랐을 것이고, 피해자와 1년 넘게 알고 지낸 고용인도 피해자
가 지적장애인임을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일반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인식하기
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지능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수준인 점, 피해자가 ‘형사상 합의’의 의미를 인식하고, 법정에 온 과정을 자세히
기억할 정도의 사회성과 지능을 갖춘 점,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기는 하나,
성에 대한 인식은 개인차가 너무 커서 일반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질문
내용과 답변을 이해하고 있고, 강간 피해 자체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답변한 점을 들
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이처럼 법원은 피해자가 장애인강간죄의 객체인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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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강간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이해도,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능력, 구호 요청 능력, 장애 등급을 받은 시점, 피고인 외의
사람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지적 능력, 진술 능력 등을 평가하였
고, 이는 장애인준강간죄에서도 검토되는 요소들이다.
다만 범죄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장애인위
계·위력간음죄를 형법상 심신미약자간음죄의 특별 규정이라고 본다면, 피해자의 장애가
장애인준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의 객
체에는 해당될 수 있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는 어렵다. 그러나 (…) 시간적 개념, 과거에 대한 날짜 추론 능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 합이 10이 되는 덧셈을 할 수 있으나 반올림이 있는 덧셈은 어려워
하는 정도로서 정상인의 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는
형법 제302조가 정하는 심신미약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C-5, 항소심]

위 판결은 장애인준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고 다만 심신미약자에 해당한다고 하여 심신미약자
위력추행의 유죄가 선고된 사례이다. 이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피해자가 장애인준강간
죄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
여야 하지만, 심신미약자위력간음죄의 객체가 되기 위한 장애의 정도는 그보다 더 넓다.
그런데 심신미약자위력간음죄의 경우 형법 제302조에서 객체를 ‘심신미약자’라고 하여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불가능한’ 사람이 아닌 ‘미약한’ 사람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강간죄 및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는 단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만 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법원에 따라서는
장애인강간죄,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의 성립에 요구하는 장애의 정도가 장애인준강간죄
의 성립에 요구되는 장애의 정도와 유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311) 장애인
311) 신체적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장애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
지 못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에
있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장애인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성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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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와 같이 폭행·협박 및 위계·위력과 같은 행위수단을 요하
는 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들이 그러하다.
(…)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교육받고 졸업하였으며 한글을 일부 읽을 줄 아는 점, (…) 대체로 질문의 취지를 파악한
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여 답변하고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일관된 점, (…) 성
관계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기분이 안 좋았다거나 더러
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며, (…)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
해자가 비록 장애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C-347, 1심]

위 사례는 장애인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피해자의 객체성을 부정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를 살피면서, 피해자의 장애 등급과 학력, 한글
을 일부 읽을 줄 아는 점, 질문의 취지를 파악하고 구체적 상황들을 일관성 있게 답변
할 수 있는 점, 성관계의 의미 이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감정 표현, 피고인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한 점, 모텔에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속이고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들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지능지수 45, 사회지수 40,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지적장
애인이기는 하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갖고 있다고 단정
하기 어렵다면서 장애인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상의 검토
사항들은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판단하는 피해자의 특성 및 피해자의 태도와 동일하다. ‘3.
법원의 판단 요소 분석’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장애인준강간죄에서도 피해자의 특성
으로서 인지능력, 장애 등급, 학력, 성에 대한 이해도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검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

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항거불능상태에 있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
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체적인 또
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상태에 있었음을 인
식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 선고, 2013고합308 판결. 항소심에서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
다. 서울고등법원 2014.5.22. 선고, 2014노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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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객체성을 부정하는 하급심 판례들에서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
결은 2012도12714 판결312)이다. 위 [C-347]에서도 1심 법원은 관련 법리에서 동 판결을
인용하면서, 적용법조는 다르지만 동 판결의 ‘정신적 장애’에 대한 내용은 그대로 원용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2도12714 판결은 1심과 항소심의 유죄를 파기한 사례
로서,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의 장애인준강간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
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
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하급심에서는 장애인준강간죄가 아닌 장애인
강간죄,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동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장
애인강간죄 및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의 객체의 범위를 장애인준강간죄 수준으로 제한하
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강간죄 및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도 피
해자의 객체성,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는지 여부 등에 있어 장애인준강간죄의
판단이 주요한 참조점이 되면서 장애인준강간죄의 판단과 유사한 요소들이 검토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3)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
다음으로 장애인준강간죄, 장애인강간죄,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가 개념상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각 조항들의 판단의 공통점이 나타나게
된다. 장애인강간죄는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게 하였는지를, 장애인위계·위력간음죄는 각각 위력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하였는지 또는 위계가 피해자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켰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한다. 피해자의 장애
에 따라 피해자의 저항의 현저한 곤란을 야기하거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오인, 착각,
부지를 야기하는 데 필요한 폭행·협박, 위계·위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강간죄의]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형법상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항거를 불
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

312) 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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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1.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지적장애인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 특성이나 정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피해
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도 살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7.27. 2005도2994 판결 참
조). [C-490]

장애인강간죄로 기소된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장애인강간죄의 폭행․협
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장애를 고려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법
원은 장애인강간죄의 관련 법리로서 폭행․협박에 대한 판단 외에도,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를 해석한 2005도2994 판결을 인용하여,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정도, 주변 상황 및 환경,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도 살펴야 한다고 판시하였
다. 역시 장애인강간죄로 기소된 다음의 사례는 장애인준강간죄의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위 사례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면서 피해자의 장애를 고려에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는 연령이 34세이나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대부분 집에서 남편이나 어머니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어 타인의 성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거나 항거를 할 만한 능력
이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는데 옷을 안 벗자
‘옷을 왜 안 벗냐’고 하면서 자신을 혼냈고, 옷을 안 벗으면 혼나기 때문에 바지를 벗었
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이 있는 야
산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항거
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 즉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의 정도
에 해당한다. [C-11순, 항소심]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에게 축사 청소를 도와달라고 하며 오토바이에 태워
피해자의 집에서 4~5km 떨어진 야산 묘지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
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을 하여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법원은 옷을 벗지 않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저
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인, 강간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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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폭행, 협박을 행사하기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여자로서 정상적인 어른 남자인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성행․지위․상황을 이용하여 끝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
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이용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 [C-61, 항소심]

위력간음죄는 행위자의 지위나 사회적 권세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
문에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평가가 더 자주 나타난다. 장애인위력간음죄의 유죄가 선고
된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21살 더 많고 피고인은 성인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19세에 불과한 지적장애 1급의 여성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고
유치한 수단으로 모텔에 유인한 점, 피해자는 성관계 요구를 효과적으로 거부하지 못하
고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비록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 여성으로서 장애가 없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요
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이러한 피해자의 성행, 지위, 상황을 이용하여 반복적이
고 집요하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이 위력간음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은 집요한 요구에 저항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여성의 성행, 비장애인인 피고인과의 장
애 여부로 인한 지위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할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장애인위력간음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장애와의 상호성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인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서는 기소되는
조항을 막론하고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정도, 장애와 관련된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이 주
요한 판단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때 오랫동안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서 주로 적용된 법
조였던 장애인준강간죄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판단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
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결문에서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
능’ 판단 요소들을 도출한 뒤 이를 토대로 하여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행위수단 판단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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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단 요소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결문을 통하여 법원이 장애인준강간죄의 판단에서 주로
고려하는 요소들을 살펴보도록 한다. 하급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준강간죄의 해석
에서 가장 빈번하게 인용되며 판단 기준이 되고 있는 두 개의 대법원 판결은 2003도
5322, 2005도2994 판결이다. 둘 중 먼저 선고된 2003도5322 판결은 장애인준강간죄에서
요청되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보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8조(…)313)에 정한 죄는 정신적 또는 신체
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위 법률규정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0.5.26. 선고 98도3257 판결 참조), 위 법률 제8조의 구성요건
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
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은 형법 제302조에서 미성
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의 처벌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314)

이 판결이 ‘항거불능의 상태’를 정의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98도3257 판결은 형법 제
299조의 준강간죄에 명시된 항거불능의 의미를 정의한 판결이다.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
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즉
2003도5322 판결은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을 형법상 준강간죄의 항거불능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형법 제302조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를 두어 위
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은 심신
미약에 비하여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후 2003도5322 판결을 인용하는 하급심 법원들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중하여 성
적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일 것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피해자의 장애가 중하여
성적 자기방어가 불가능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장애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313) ‘(…)’(말줄임표)는 판결문의 내용 중 일부를 연구자가 생략한 것이다. 이하 인용에서 같다.
314)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5322 판결.

- 163 -

가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면 장애인준강간죄는 성립되지 않았다.
그로부터 약 4년 뒤에 선고된 2005도2994 판결은 피해자의 장애 이외의 요소가 피해
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한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
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
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
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315)

2005도2994 판결에 따르면 장애인준강간죄에서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첫
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 둘째, 신체적 또
는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 2003도5322 판결이 하급심 법원에서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한다고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다면, 2005도2994 판결
은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에 이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함으로써 피해자의
장애 외의 요소들도 저항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써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2003도5322, 2005도2994 판결은 하급심 법원에서 장애인준강간죄를 판단하는 주된 기
준이 되고 있으므로 이 판결들로부터 하급심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들을 범주화할 단초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2003도5322 판결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와 2005도2994 판결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
에 있는 경우”는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를 유일한 판단 요소로 둔다. 여기에 2005도2994
판결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토할 요소로서 정
신적 장애의 정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
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추가하였다.
두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자의 장애의 정도’와, 2005도2994 판결이 판단
315) 대법원 2007.7.27. 선고, 2005도29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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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로 제시한 5가지 사항을 상위 범주로 하여 분석 대상 판결문들이 채택한 세부 판단
요소들을 분류하여볼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대상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의 판단에 적용하는 세부적 판단 요소들을 추출하고 2005도2994 판결에서 제시
한 범주에 따라 세부 판단 요소들을 배치한 다음, 2005도2994 판결에 제시한 범주에 포
함되지 않는 사항을 재분류하여, 지적장애여성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의 판단 요소
를 5가지 범주로 나누었다. 그 내용은 ① 피해자의 특성, ②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③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 ④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⑤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이다. 이

하에서는 각 범주별 세부 판단 요소들에 대하여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지 알
아볼 것이다.
다만 이하에서 분류한 세부 판단 요소들은 각각이 주로 기여하는 범주에 따라 분류한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개별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는 하나의 사실이 반
드시 하나의 범주의 판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의 과거 성
폭행 경험은 ‘폭력 피해’의 경험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원은 ‘성관계’ 경험이라는 점에서 ‘성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근거로서 이
해하기도 하고, 신빙성의 차원에서는 ‘혼동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피해자의 관계망 부재 역시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이 되면서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의존 관계’에 영향을 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거부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하
는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과 관련된 문제가 된다. 지적 능력은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
판단에서 핵심적이지만, 동시에 신빙성의 차원에서는 피해자가 조사자의 암시적 질문에
영향을 받아 기억이 변형될 가능성과 관련이 되며, 일관성이나 구체성 등의 판단에서도
지적 능력에 따라 좀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범주에 걸쳐 고
려된다.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 및 신빙성은 각 사례마다 현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그와 같은 방식이 자유심증주의에도 부합한다. 그러므로
제4장에서 설명하는 세부 판단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인 범주에 각 판단 요소를 할당하
는 의미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과 신빙성 판단에서 어떠한 세부 정보들이
고려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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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의 판단 요소 분석
(1) 피해자의 특성
지적장애여성이 범행 당시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법원이 가장 빈번하게 검토하는 요소는 피해자의 특성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가 어
느 정도이며 피해자가 어떤 심리적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성에 대한 이해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조
건을 갖추고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1) 장애 정도
가장 먼저 지적장애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요소들을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인지능력 등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나, 피해자 주변 사람들의 증언, 수사 및 재
판 과정에서 보인 피해자의 진술 태도, 사용한 단어 및 표현 등을 통하여 확인한 피해
자의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이 세부적인 판단 요소가 되고 있었다. 좀 더 구체적
으로는 피해자의 장애를 진단하고 평가하여 수치화한 결과로서 장애 등급, 지능지수, 사
회지수 등이나 일상생활 능력, 학력 및 직업 경험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적장애의
정도를 추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것이 피해자의 저항 능
력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 외에 신체적 능력에 대한 검
토를 덧붙이는 사례도 있었다.
이하에서는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대한 법원의 평가를 알아보고, 인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빈번하게 언급되는 사항으로서 장애 등급 및 관련 지수, 일상생활 능력, 학력 및
직업 경험을 법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순서대로 검토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
적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핀다.

가. 인지능력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장애여성의 인지능력은 성관계에 대한 호불
호의 관념을 형성하고 성관계의 생물학적, 사회적 의미를 이해하며 성관계에 대한 거부
행동의 결과를 인식하고 거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기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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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법원이 살피는 피해자의 인지능력은 주로 피해자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나타난
임상적 평가 결과 또는 진술분석전문가 등 진술조사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통
하여 측정되거나, 수사 및 재판에서 보인 피해자의 진술 태도와 이해력, 표현력, 피해자
가 범행 전후 보인 인식이나 태도로부터 추정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낮다면 성관계에 대해 이해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
며 저항할 능력도 없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때문에 장애인준강간죄의 유
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낮다는 점이 설명되고, 반대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한 무죄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먼저 인지능력을 중심으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심
급별 차이를 보인 사례들을 검토하여 보도록 한다.
장애인준강간의 유죄가 선고된 다음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 조사에 참여한 행동진술
분석전문가의 법정 증언을 인용하여 피해자의 인지능력을 설명하였다. 판결문에는 피해
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로서, 피해자가 인지능력이 낮아 성폭력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성관계에 저항할 능력이 없고, 지적장애로 인하여 타인에게 쉽게 복
종하거나 의존하게 된다는 점이 제시되고 있다.

피해자의 인지능력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일반인처럼 원치 않는 성관계 요구에 몸으로 반
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성관계 상황에서 이를 곧바로 판단하는 능력이 없
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피해가 올 것인지 결과를 인지하는 능력도 없다. 피해자가 성관계
전후로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 2급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권위에 쉽게 복종하고,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경향이 있고, 재워주고 먹여주는 것으로 처음 만난 사람을 보호자처럼 인식한다. [C-346]

반면 무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이해력이나 표현력 등이 있다는 평가
가 나타났다. 다음 사례들은 법원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
의 일부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살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면, 피해자는 자살의 의미
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399,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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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대구 여성․학교 폭력피해자 지원센터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 조사일자와 시간
은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난 시간, 공원으로 이동한 시간 등
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의 이름과 관련된 질문에서 피고인의 이름 중
‘재’자에 대하여 바깥 재자라고 정확하게 진술한 점 (…) [C-414, 항소심]

이처럼 피해자가 어느 정도 의사소통 능력이 있고 추상적인 표현을 사용하였거나 일
자와 시간을 명확히 진술하는 등 이해력과 표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일 때 법원은 피해
자가 저항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보고 있
다.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 모두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낮을 때라야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낮은 인지능력을 갖고 있어야 항
거불능의 상태로 인정되는가? 그 정도를 확정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유죄 판결이 선
고된 사건의 피해자보다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피해자가 언제나 인지능력이 더 높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인정한 유죄 판결문에서 피해
자는 저항할 수 없는 존재로 재현되고, 항거불능을 부정한 무죄 판결문에서는 반대로 저
항할 수 있는 존재로 재현되었다.
동일한 사례에서 심급별 판단이 달랐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무죄 취지의
판결문에서는 인지능력이 낮음을, 유죄 취지의 판결문에서는 인지능력이 낮지 않음을 강
조하였다. 그러나 각 판결문에서 인지능력 평가의 방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유죄 판결문
에서는 피해자의 인지능력을 사회적 관계 속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위에
서 무죄 판결례로 인용한 [C-399], [C-414] 사건은 심급별 판단에 차이가 있었던 사례들
이다. [C-399]의 상고심과 [C-414]의 항소심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고 보았던 반면, [C-399]의 1심과 항소심, [C-414]의 상고심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
에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다음은 [C-399]의 1심 법원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인정한 이
유 중 일부이다.

피해자는 지능지수가 51점(언어성 지능 44점, 동작성 지능 71점, 잠재 지능 72점 내외)에
불과한 지적장애인으로, ‘싸우다, 김치, 단풍’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
본적인 단어의 의미조차도 습득하지 못하고 있고, 언어적 이해력과 표현력이 부족하여 알
고 있는 내용도 조리 있게 설명하지 못하며,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 간단한 사칙연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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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언어적 개념 형성 능력도 심각하게 지체되어 있을 뿐 아니라 기민한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하는 정보처리 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학습과 일상생활 적응에 심한 곤란이
있으며, 관습적인 수준의 규칙․규범에 대한 습득 및 문제해결 능력 역시 심각한 정도로 지
체되어 있어 익숙하지 않은 사회적 상황에 처하면 쉽게 긴장하고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거나 충동적이고 미숙한 행동을 보일 소지가 많고, 확실하고 잘 구조화된 상황에서는
편안함을 느끼나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는 지나치게 단순화하여 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미
묘한 문제에 대하여 둔감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 하에서 다른 사람의 요구나 기대만을
고려한 채 부적절한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감정 인식 및 표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서적 교환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불편함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이나 표현
방식에 대한 확신 없이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 또래와의 어울림
부족 및 또래들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으로 인해 만성적인 자존감 저하 현상을 나타내고 있
으며, 그로 인해 새로운 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 있고,
2000.8.29. 심리검사 결과 14세 4개월의 나이임에도 6세 10개월 정도의 학업성취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장애 판정을 받지 않았다가 이
사건 이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C-399, 1심]

앞서 [C-399]의 상고심이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부정하였던 근거는,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만남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한 적이 있고,
특별한 보호자 없이 자취하며 대학 생활을 하는 등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 능력이 있
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었다. 위 [C-399]의 1심에서도
피해자의 인지능력을 상세하게 살폈다.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이해력, 표현력, 숫자 개념,
언어적 개념의 형성, 의사결정 능력과 정보처리 능력, 규범 습득력, 문제 해결 능력 등
에 대한 검토가 나타나고 있다.
1심과 상고심 판결은 피해자의 단어 이해력에 대한 평가에서도 상반되지만, 피해자의
능력에 대한 평가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상고심은 피해자의 단어 이해나 평소 일상
생활에서의 능력을 고려하는 데서 그쳤다면, 유죄를 선고한 1심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의 인지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폭력과 같은 ‘낯선 상황’에서 피해자가 어떠
한 행동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검토하였다. [C-414]의 상고심 또한 사회적 관계에
서 피해자가 보이는 능력이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면밀히 심
리하였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위 사례들에서 상고심은 이미 원심에서도 채택하였던 증거들을 통하여 반대의 결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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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하였다. 각 심급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였지만 여러 증거들 중에서 각 법원
이 중요하게 판단한 지점은 서로 달랐다. 그에 따라 동일한 사람에 대한 인지능력에 대
한 평가 또한 달라졌다. 동일한 지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일상적 상황, 타인과 분리된
상태에서 보이는 인지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성폭력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피해
자의 인지능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평가하는 것은 같지 않다.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개 전자의 방식에 따른 평가에서는 무죄가, 후자
의 방식에 따른 평가에서는 유죄가 선고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장애 등급 및 관련 지수
피해자의 인지능력을 측정하는 한 방법으로 장애 등급 및 지능지수, 사회지수 등의
장애 관련 지수들이 판결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장애 등급과 지
능지수, 사회지수는 장애의 정도를 수치화하여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들이다. 장애의
정도가 중한 장애 등급이나, 매우 낮은 지능지수나 사회지수는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
음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성폭력에 대한 판단과 저항의 어려움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
에 장애 등급상 장애 정도가 경하거나 지능지수 및 사회지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여
언제나 저항 능력을 추정할 수만은 없다. 판결문에도 이러한 두 가지의 고려가 모두 나
타나고 있다.
장애가 그 자체로서 저항의 어려움을 내포한다는 차원에서는 피해자가 장애 등급을
부여받았다거나 피해자의 지능지수가 지적장애로 분류되는 범위 내에 있다는 점만으로
도 항거불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장애인준강간의 유죄를 인정한 판결로서 판단 이유가
간단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례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등급이나 지능지수 정도만이 판단
근거로서 나타났다.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 A가 정신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
태를 이용하여”[C-36, 항소심], “피해자 A는 정신박약 1급 장애인, 그 딸인 피해자 B는
정신박약 3급 장애인으로 이들은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고”[C-282], “정
신장애(정신지체 3급)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C-66] 등과 같이 장애 등
급만을 들면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거나,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은 사
람으로서, 지능지수는 20, 사회지수는 25 정도이고, 사회연령은 3세 6개월 정도로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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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가 부부로서 같이 산다거나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C-93,
항소심]과 같은 정도로만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지적하고 항거불능을 인정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무죄 판결에서는 장애 등급이나 지능지수만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부정하는 사례
는 거의 없다. 그러나 무죄의 근거로서 제시되는 장애 등급과 지능지수는 유죄 판결에서
와는 다르게 사용된다. 무죄 판결에서 피해자의 장애 등급이 더 높다거나 지능지수가 더
낮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표들을 다른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이다. 법원이 장애
등급이나 지능지수 외의 요소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다’며 무
죄를 선고하는 경우, 장애 등급이나 지능지수 또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지
않음’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활용된다. 예컨대 유죄판결례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등급이
지적장애 중 가장 가벼운 3급인 때에도 장애 등급만을 들면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
태에 있었다고 판시하였지만, ‘피해자에게 판단능력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
가 아니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무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2급 지적장애도 피해자의
‘판단능력 있음’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피해자는 2009.2.2. 처음 장애진단을 받을 시에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0~70)으로 판
정되었다가 2010.9.28. 다시 지적장애 2급(지능지수 35~49)의 판정을 받았는데, 보건복지
부 고시 지적장애 등급기준에 의하면,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의 경우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
동을 훈련시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고 특수기술을 요
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점 (…) [C-1692, 항소심]

위의 사례에서처럼 지적장애 2급이라는 점이 항거불능 부정의 근거가 될 때 판결문에
자주 인용되는 설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지적장애 등급 분류이다. 동 규칙에
서 지적장애 2급은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 훈련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이고, 3급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
적 재활이 가능’한 정도를 말한다. 법원은 동 규칙의 등급 설명을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2급 지적장애가 ‘훈련가능등급’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
았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는 결국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혼자 할 수 있
고, 도움을 받아 복잡하지 않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성폭력에 대한 저항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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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비하여 최근의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등급 및 지능지수와 더불어 피해자
의 사회적 지능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다. 그런데 지능지수와 사회지수는 개인에 따라
일치하기도 하지만 서로 어긋나기도 한다. 흥미로운 지점은 지적 능력을 수치화하는 대
표적인 두 가지 지수가 상반되는 때에는 법원의 결론에 부합하는 지수가 선택적으로 강
조된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비록 사회성 지수(SQ)가 48.94로 7세 8개월 정도이지만, 피해자의 전체 지능은
62로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정신지체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정상인에 비해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그로
인하여 사고능력이나 사리분별력 또는 성적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전혀 없
는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 [C-414, 1심]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사회적 지
능 내지 성숙도가 상당한 정도로 지체되어 대인관계 내지 의사소통에 중대한 어려움을 겪
어 왔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 대
한 거부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다리를 오므리는 것 이상의 적극적
인 저항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 [C-414, 상고심]

위의 두 판결문은 각각 한 사건의 1심과 상고심이다. 피해자는 사회지수가 48.94 정도
이지만 지능지수는 그보다 높은 62였고 지적장애 등급은 가장 가벼운 3급에 해당하였
다.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전체 지능과 사회적 지능 중 더 높은 전체 지능을 판단
근거로 내세우면서 피해자가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
다고 하였다. 항소심 또한 1심의 판단 근거에 더하여 피해자의 명확한 기억과 진술 등
을 들면서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반면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유죄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
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회적 지능이 상당한 정
도로 지체되었다’고 하면서 사회지수를 더 강조하였다. 대법원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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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표현과 행사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지적
능력 외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 더 강조
한 것은 지능지수보다 사회적 지능이었다.
위 사건에서 각 법원은 지능지수와 사회지수 중 하나를 더 강조하는 논리를 폈다. 반
면 다음 사례는 지적장애 등급과 사회지수의 간극이 더 컸는데도 불구하고 두 지표의
해석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논거를 구성하였다.

피해자는 1988년 받은 사회성숙도검사에 따르면 사회지수가 26.9로서 훈련가능등급(사회
지수 25 내지 54)에 해당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피해자와 같은 정신지체 3급 장
애인을 ‘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
능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 피해자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적능력의 발달
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정신지체의 장애가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이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 [C-634]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이었고 범행으로부터 약 15년 전에 받은 사회성숙도검사에서
사회지수가 26.9에 해당하였다. 사회지수와 지적장애 등급의 차이가 상당하므로 두 수치
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이유로 둘 중 어느 수치를 채택할 수 있는지 등
을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수치의 차이를 설명하는 대신 둘의 의미를
일치시켰다. 즉 지적장애 3급이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으
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사회지수에 대해서는 “훈련가능등급(사회지수 25 내지 54)
에 해당”한다고 표현하였다. ‘사회지수가 장애 등급에 비하여 매우 낮다’거나 ‘사회지수
가 너무 오래 전에 측정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판결
은 장애 등급이나 사회지수 외에도 평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지적장애 등급과 사회지수가 무리하게 일치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낮은 사
회지수의 설명은 항거불능을 부정하는 결론에 부합하도록, 상대적으로 가벼운 장애 등급
에 맞추어졌다.
이상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법원의 판결에서 장애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지표들은 피해
자의 항거불능 여부를 보여주는 근거로서 제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례마다 그 쓰임이
크게 다르다. 동일한 장애 등급이 항거불능 부정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항거불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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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근거가 되기도 한다. 심급에 따라 지능지수와 사회지수가 서로 번갈아가며 선택되고,
장애 등급과 사회지수의 현격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기
도 한다. 결국 장애 등급 및 지능지수, 사회지수와 같은 지표들은 항거불능 판단의 근거
로 판결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지만, 어디까지나 판결 결과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할 뿐
그 자체로서 독자적인 의미를 갖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일상생활 능력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법원은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도
움을 요하는지 검토하기도 한다.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하기 어렵고 사소한 활동에서도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낮은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
된다. 다음은 장애인준강간죄의 유죄 판결문의 일부이다.

아주 간단한 자조기술은 가능하나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이해나 규칙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
이 있으며, 간단한 물건을 사고 돈을 지불하거나 단정하게 몸치장을 하는 것도 어려운 상
태(…) [C-346]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간단한 자조기술 외에 사회규범을 이해하기 어렵고, 물건의 구
매나 단정한 몸치장에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중하여 성
폭력에 대해서도 저항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다. 반면 피해자가 평소에 청소나 밥 짓기,
빨래 등의 일상적 가사노동, 물건의 구매, 은행 업무, 휴대전화나 컴퓨터 사용, 대중교통
이용, 장소의 이동 등을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근거, 즉 피해자가 항거불능이 아니었던 이유로 제시되었다.
다음 사례들은 모두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
음을 법원이 부정한 예이다.

집에서 밥을 하거나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등 일상적인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점 (…)
[C-1324]
글을 읽고 쓸 줄 알고, 등하교도 스스로 하는 등 일상생활에는 큰 장애가 없으며,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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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학년 때에는 피해자의 모인 이○○가 아파서 간호를 해야 한다고 걱정하고 이를 이유
로 조퇴하는 등 사회적 성숙도에 있어서는 동료 학생들과 비슷하였다. [C-275, 항소심]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며, (…) 설거지, 청소, 빨래 등도 정상적으로 하였다.
[C-1457]

‘일상생활을 혼자서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은 ‘피해자가 성폭력에 저항할 수 있었는지’
를 말해주는 요소로서 검토된다. 장애 등급, 장애 관련 지수, 인지능력 등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능력이 있다면 지적장애가 비교적 가벼운 것이고 그렇다면 성폭력에 저항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정도라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정하는 기준은 인지능력, 장애 등급
이나 장애 관련 지수 등을 통한 판단에서보다도 더 중한 장애만을 항거불능으로 인정하
는 기능을 한다. 위의 [C-346]과 같이 피해자가 반복적이고 단순한 일상적 활동을 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면 지적 능력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 피해자가 일상생
활이 어려운 때라야 항거불능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보다
도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을 충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장애의 정도가 더욱 중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일상생활 능력을 통하여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설명하는 것의 위
험성을 말해준다. 일상적 활동의 어려움은 낮은 지적 능력과 저항의 어려움을 말하는 것
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일상적인 단순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 성폭력에 대한 저
항 가능성을 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능력을 기준으로 삼
는 태도는 장애인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매우 중
할 것을 요하는 판결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라. 학력 및 직업 경험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단하는 방법으로서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학력이
나 직업 경험이 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학력은 어느 정도인지,
일반 학교에 다녔는지 아니면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다녔는지, 직업 경험은 어떤지
등을 살폈다. 피해자가 무학 또는 학력이 낮거나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 다녔다는 사
실은 지적 능력이 낮은, 즉 저항할 수 없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고, 특수학급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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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에 다녔거나 장애인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 다녔거나 대학에 진학하였다
는 사실은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는, 즉 저항할 수 있는 근거로 고려되
었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음에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초등학교를 졸업하
였고, 일반중학교에 다니던 중 (…) [C-569, 2심]

위와 같은 판시에서, 지적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것, 특수학교에 다녔다는 것은 저항의
어려움을 의미하지만 일반 학교에 다녔다는 것은 저항 능력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학
력이 언제나 이와 같은 공식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어떤 판결은 학력 외에 학업성취도
나 학교 측의 배려 가능성이라는 변수를 고려하기도 한다.

고등학교 당시 피해자는 학업성적이 최하위권이었고, (…) 지적장애 3급 등록을 하였으며
당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상 피해자는 지능지수 68, 사회성숙지수 54(지능지수 및 사회성
숙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경우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인 상
태였는 바, 단지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을 늦게 받았고 장애인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지적상태가 정상인에 가까운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고 (…) [C-502,
1심]

위력에 의한 간음의 유죄가 인정된 위 사례에서 피고인측은 피해자가 일반 중, 고등
학교를 졸업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 장애 등급을 받았다는 점 등을 들며 피해자가
물리적으로 저항 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학업성적, 장애 등
급,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를 들면서 장애인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장애
정도를 가볍게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일반 학교 졸업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낮
은 지적 능력이 인정된 것은, 장애인준강간죄에 비하여 좀 더 완화된 장애 기준의 적용
이 가능한 장애인위력간음죄 여부가 판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판단이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장애인준강간죄에서
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다음은 지적장애 피해자가 대학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
였던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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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대학 사회복지과를 입학하여 졸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특별전형 등
으로 입학하고 피해자의 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학교 당국으로부터 학교생활에 일정한 배
려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학 졸업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
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C-55, 항소심]

법원은 학교의 배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학 졸업 사실만으로 정상적인 학교생
활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항거불능을 이용한 추행 및 간음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학력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가 다닌 학교 또는 학급의 종류만을 보는가
학교 생활의 실질적 내용까지 살피는가에 따라 결론의 차이를 야기한다.
학력과 더불어 직업 경험 또한 피해자가 ‘사고능력, 사리분별능력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근거로 판결에서 종종 제시되고 있었다. 피해자가 설령 지능이 낮다고 하
더라도 직업을 가진 적이 있다면 피해자가 심신미약 정도로 보일 뿐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피해자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능력이 향상되고 보호자의 도움이 없이 지하철을 타고
인천에 다녀오거나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사
리분별력, 문제해결능력, 학습능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이[피해자가] 정상인에 비하여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
[C-475, 1심]
피해자는 목걸이 공장, 소파 공장에서 일을 하며 돈을 벌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 [C-330, 1심]

위의 [C-330]은 의붓아버지에 의한 미성년자 유인, 장애인준강간으로 기소된 사건이
다. 1심은 미성년자 유인 부분만 유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 근거 중 하나는 피해자가 목걸이 공장, 소파 공장
에서 일을 한 적이 있다는 직업 경험이었다. 반면 동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직업 경험을 비롯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의 지적 능력,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간음행위 당시 행위 내용과 이
후 태도 등을 볼 때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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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장애인준강간죄의 유죄
를 선고하였다.
직업을 가진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훈련을 통하여 단순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스스로의 판단과 재량이 요구되는 작업을 혼자 수행하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업무 수행에서 타인의 지원을 받았는지, 본격적인 소득 활동이 아닌 현장실습에 가
까운지에 따라서도 요구되는 능력의 정도는 달라진다. 일례로 위 [C-330]의 경우 범행은
피해자가 14세였을 때부터 약 4년 정도 지속되었는데, 10대 중후반의 지적장애 여성이
공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그것은 직업이라기보다는 실습에 가까울 것이고 그
렇다면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 아니라 제3자의 감독과 교육, 보살핌이 수
반되는 단순한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직업 경험으로부터 성적 자기방어 능
력을 도출하는 판결문에서 직업 경험의 내용까지 검토되는 경우는 드물다. 무죄 판결에
서는 단지 ‘피해자가 직업을 갖고 돈을 벌기도 하였다’는 정도로 언급하면서 직업을 가
졌다는 점 자체로부터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죄
판결에서는 직업이 있었다는 점에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신체적 능력
지적장애 피해자의 ‘장애 정도’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지적장애 피
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능력 외에 신체적 능력이 검
토되기도 한다. 피해자의 신체적 능력, 즉 신체적 장애 없음은 대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부정하는 무죄 판결에서 저항 가능성 있음의 근거를 보강하는 취지로 언급된다.
“걸어서 등하교를 할 정도로 거동에는 불편함이 없는 사실”[C-275, 1심], “평소 마을
어귀에 있는 요트 경기장 등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는 등 자신의 신체를 조절할 능
력도 충분히 있었으나”[C-36, 상고심], “신체는 건강한 1983년생의 여자”[C-351], “신체
는 건강한 1981년생의 여자”[C-360]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지적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고, 신체적인 장
애는 없어 물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저항할 수 있었을 것
이라는 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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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법원의 판결에서 지적장애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은 두 가지 차원에서 고려되고 있다.
“피해자와 같은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게는
위압감을 느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
실”[C-275, 상고심],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은 자기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
에게 위압감을 느끼고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고, 일정한 행위를 강제할 경우 정상인처럼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거부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며, 타인에 대
한 순응성이 매우 높은 점”[C-23서] 등과 같이 타인에게 쉽게 심리적으로 억압되고 순
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적장애인이 일반적으로 갖는 특성으로 들거나, 피해자의
과거 경험 등으로부터 형성된 피해자 개인에게 특유한 심리적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지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은 유죄 판결에서는 피해여성의 저항 능력을 떨어뜨릴 가
능성으로 이해된다. 반면 무죄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적
특성을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당해 사건의 피해자는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의 경험에서 비롯된 심리적 특성이 판결문에 나타날 때에는, 그 경험이 설령
피고인이나 당해 범행과는 무관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가능
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고려 대상이 된다. 개인적 특성에 대한 판단은 친밀 관계
의 욕구가 크다거나 순응적이고 쉽게 심리적으로 억압된다는 등의, 지적장애인의 ‘일반
적’ 특성을 통하여 지지되고 있다. 판결문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에 미치
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로는 피해자의 성장 배경, 교우 관계, 과거의 폭력 피
해 경험 등이 언급되었다. 이 같은 요소들은 주로 유죄 판결의 판단 이유에서 나타났다.

가. 성장 배경 및 교우 관계
피해자가 타인과의 관계 유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로서 피해자의 성장 배경, 교우(交友) 관계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다음은 장애인준강간
의 유죄가 인정된 판결문의 판단 이유 중 일부이다.

피해자는 아버지 없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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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 탓으로 애정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강한 반면, 또래 아이들과는 유대가 거의 없어
서 특히 어른들의 애정에 크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호감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 절대적
으로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자기주장이나 반항, 거부감을 표현하지 못하
여 음식이나 돈을 주는 등 호의를 보이면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호의를 믿고 상대방의 요구대로 성관계에 응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C-1245]

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진 만 14세의 여성으로 인터넷 채팅 사이
트를 통하여 피고인을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투, 행동, 성관계 당시 저항하지 않
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장애를 몰랐고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생각하였다면
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도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지능이 낮
다고 평가하면서, 피해자가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또래 관계가 부재
하여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욕구를 나타내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느끼면 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의 성적 접근에 별다른 저항
을 하지 않은 데 대하여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하였다. 이처럼 성장 과정에서의 애정 부
족과 관계의 부재로 인한 친밀 관계에 대한 욕구는 저항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장애여성의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운 배경 하에서, 장애여성과의 친밀 관계는 그
자체로서 피고인의 ‘권력’이 될 수 있다. 장애여성의 사회적 관계 부재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도를 높인다. 그와 같은 피해자의 의존을 이용하는 것은 장애여성이 처한
사회적 조건을 이용한 간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친밀 관계에의 욕구와
그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의존이 성폭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피고인이 이
를 알고 이용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는 사례는 드문 편이다.

나. 과거의 폭력 피해 경험
기소된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거나 지속적 폭력에 노출되었
던 경우, 폭력 피해의 경험이 당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
다고 보는 판례들이 있다.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피해자가 어렸을 때 상습적
가정폭력 경험이 있었다면 그 경험이 지적장애여성의 순종적인 태도를 강화하여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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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음을 고려하는 것과 같다.

피해자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와 오빠로부터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당해온 것으로 보이
고, 이와 같이 평소 폭력적 상황에 노출되어온 지적장애인의 경우 상대방의 거친 언행에
바로 두려움을 느끼고 순종적으로 바뀔 수 있고, 성폭력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이 부족하
여 즉각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인 점 (…) [C-444]

초기 모성 결핍과 권위자의 지속적인 위협과 폭력에의 노출, 불안정한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도 매우 취약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갈등과 위협
의 상황을 예측하고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권위나 외적 압
력에 대하여 무기력한 굴복과 회피로 순응하는 특징이 강하다. [C-1604]

위의 [C-1604]는 전문심리위원이 피해자의 심리 특성을 분석한 결과를 법원이 인용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2살 많은 성인 남성이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어렸
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되어 아버지 같은 성인 남성을 무서워했다는 점을 들면
서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유죄를 인정하였다.
지적장애여성에게 폭력 피해 경험이 일상적이었던 경우, 유죄 판결에서는 지적장애여
성이 폭력 가해자가 아닌 사람에게서도 위압감을 느끼고 성폭력과 같은 위협적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위 사례에서 아버지에 의한 지속적 폭력 경
험은 아버지와 유사한 성인 남성 전체에 대한 두려움으로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저항의 어려움은 피해자의 지능지수나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요소들로부터는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이어서, 피해자의 심
리적 특성을 검토하는 의의로 볼 수 있다.
과거 폭력 피해 경험 중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은 당해 성폭력 사건에서 좀 더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그것은 폭력 피해 경험이면서 ‘성폭력’ 피해 경험이기 때문이다. 먼저 폭
력 피해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위 사례들과 비슷하게 해석된다.

피해자의 동생인 조○○는 (…) [피해자가] 고등학생 시절 친구의 오빠에게 강간을 당한
후로는 심한 우울증을 겪었으며, 그 얼마 후 인신매매를 당해 집창촌에서 몇 년을 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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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하였는데, 그곳에서 구출된 후로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심하게 보며 특히 상대가 남성
일 경우 성난 눈빛만으로도 공황상태에 빠지곤 하였다고 하며, (…) [C-12수, 1심]

이 사례는 장애인위력간음의 유죄가 인정된 판결이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
고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인정 사실 중 하나로 피해자의
성폭력,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 경험을 들었다. 이러한 판단은 성폭력 피해 경험을 다른
폭력 피해 경험과 유사하게 보고 피해자의 대응능력을 위축시킬 만한 요소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라는 측면에서는 무죄 판결
의 근거로 자리를 옮기기도 한다.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이해도의 측면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면 ‘피해자가 저항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항을 바
꾸어 후술하기로 한다.

3) 성에 대한 이해도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이해도는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판단하는 요소로 판결문에 자주
나타났다. 피해자가 성에 대한 지식이나 이해를 갖추고 있는지 또는 과거 경험을 통하여
이러한 이해를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지가 검토되었다. 피해자의 성교육 경험, 과거
의 성관계 경험, 피해자가 결혼한 적이 있거나 임신하여 출산하거나 또는 낙태한 적이
있다는 사실, 과거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는 사실 등이 성관계의 의미 이해
를 보여주는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가.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피해자가 성관계의 물리적, 사회적 의미를 알고 있는지, 임신과 출산, 성병 등 성관계
가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지 등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판결문
에 종종 언급된다. 지적 능력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추정하거나 성에 대한
이해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과 관련된 표현의
의미나 성관계의 의미를 질문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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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지적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7세 정도의 지적수준으
로, 성에 대한 지식이나 의식 수준도 낮을 뿐 아니라 성관계가 가지는 의미도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언어성 지능이 38점 수준에 불과하여 성에 대한 의식이나 관념을 이
해하기도 어려워서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을 경
우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
[C-1245]
피해자는 임신과 출산의 의미 및 그 과정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등 성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 및 관념이 없거나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 [C-156목]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별다른 저항 없이도 간음을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반면 성과 관련된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거나
성관계의 의미나 결과를 이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보
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준강간의 무죄가 선고된 다음 사례와 같다.

이 법정에서는 ‘콘돔’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였으나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진술할 때는 ‘콘돔 끼고 할 때도 있고요…(중략)…생리 전후에 일주일 동안에는 임신이
안 된다 해서…(중략)…그 기간 아닌 날 콘돔 끼고’ 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피임기구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등 성관계의 의미에 관하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으로 보이고 (…) [C-65, 1심]

위 인용 부분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임신과 피임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등 성관
계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성에 대한 이해도는 이처럼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에 따
라 판단되거나, 피해자의 성교육 경험, 성관계 경험, 혼인 경험, 임신 경험, 성폭력 피해
경험 등을 통하여 설명되기도 한다. 이하의 피해자의 경험에 대한 검토에서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를 설명하는 사례들을 더 살펴보기로 한다.

나. 성교육 경험
피해자의 성교육 경험은 대개 피해자가 교육을 통하여 성지식을 습득하고 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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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요소로서 무죄 판결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드
물게 유죄 판결문에서 성교육 경험이 언급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유죄 판결문에서는 성
교육 경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성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해
를 인정하는 경향이다.
먼저 전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무죄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성교육을 받았고 성
에 관련된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점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입증하는 것으로 해
석되었다. 하급심 법원이 장애인준강간죄의 해석에서 자주 인용하는 2005도2994 판결의
사례인 [C-275]는 1심에서 장애인준강간의 무죄가 선고되고 항소 또한 기각되었다가 대
법원에서 원심이 파기되었다.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지능이 낮지만 항거불
능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본 근거 중 하나로 성교육 경험과 성 관련 이해도를 들었
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생리를 시작하였는데 초등학교 성교육을 통하여 강간의
의미를 알며, 생리가 없으면 임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알고, 낙태의 의미도 알
고 있을 정도로 성교육에 대한 이해능력이 있었던 사실 (…) [C-275, 1심]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교육을 통하여 강간, 임신, 낙태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고 하였
다. 항소심 또한 ‘피해자가 성교육을 받은 점, 범행 한 달 정도 후 모에게 생리가 나오
지 않는다고 말하여 병원에 가서 임신 확인을 하고 낙태수술을 받은 점, 교사에게 같은
방에서 어머니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보고 돌아누웠다고 말하였고, 중학교 2,
3학년 때 좋아하는 남학생과 손을 잡고 다니기도 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음 사례 또한 피해자가 성교육 경험이 있고 성
관련 용어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피해자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성관계’, ‘사정’이라는 용어를 인지하는
것으로 보아 성적 지식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1021, 항소심]

위 사례는 장애인위력간음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례이다. 피고인이
당시 집을 나와 잘 곳이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밖에 눈 오는데 옷 다 벗을래,
그냥 나갈래”라고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여 간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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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판시되었다.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면
서 피해자의 성교육 경험과 성적 지식을 들었다.
위 사례들과 같이 피해자가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성관계, 사정,
강간, 낙태, 임신 등 성 관련 표현의 의미를 ‘알고 있다’는 점은 무죄 판결문에서 피해자
에게 성적 지식이 있다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반면 유죄 판결문에서는 피해자가 성교육
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좀처럼 언급되지 않았다. 위 무죄 사례들의 상고심 또는
원심은 범죄 피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성교육 경험에 대해 평가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C-275]의 상고심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지적장애인의 특성,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의 행위 내용과 태도, 사건 당시 피해자를 둘러싼 제반 환경을,
[C-1021]의 1심은 지능지수, 사회성숙지수, 장애 등급, 수사 시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방식으로 보아 피해자의 성적 관념 발달 정도가 통상적인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알
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였다.
피해자에게 성교육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판단 이유에서 적시하지 않은 유
죄 판결들은 성교육이 성적 지식이나 저항 가능성을 확보하여 준다고 판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다음 사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고 성교육을 통하여 배우는 성폭력의 유형이 피해자가 경험한 성폭력과 다를 경우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피해자가 성교육을
충실하게 받을 기회가 적었으며, 피해자의 지적 능력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도 어려웠
을 것인 점, (…) 추행, 강간 또는 성폭력의 의미를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교육의 내용처럼 낯선 사람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폭력이 아니라 채팅 등
을 통해 교류가 있던 사람이 호의를 베풀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여 이루어지는 성폭력에 대
해서는 성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큰 점 (…)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성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나 관념이 없거나 희박하여 성적 자기결정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
당하다. [C-1245]

위 사례의 피해자는 전체 지능 50, 사회연령 7.58세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였고 ‘컴
퓨터를 통한 인터넷 채팅에 익숙’하여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고인과 처음 만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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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도의 지적장애’ 수준인 피해자의 지적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성교육 경험은 앞
선 무죄 취지 판결들의 태도에 따른다면 무죄의 이유가 될 수 있는 사실들이다. 또한
‘추행, 강간, 성폭력의 의미를 추상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판결문의 표현은, 무죄 취
지의 판결이었다면 ‘추행, 강간,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인지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C-1245]에서는 성 관련 표현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가 얼마나
실질적인 것인지, 성교육에서 배운 성폭력의 유형과 실제 지적장애 피해여성이 경험한
성폭력 경험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여 성교육 경험에도 불구하고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았다.
[C-1245] 사건의 판결문에서 성교육에서 배운 성폭력의 유형과 문제된 사건에서의 피
해 경험 간에 괴리가 있을 경우를 지적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낯선 사람이 폭력을
사용하여 여성을 제압하고 강간한다는 성폭력의 전형적 상은, 아는 사이에서 발생하거나
친밀 관계를 이용하는 성폭력, 폭행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유, 유인하거나 거짓으로
속이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게 하여 간음하는 것을 ‘성폭력’으로 인식하고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 남성의 성적 요구에 대해 ‘싫어요’라고 표현하라는 교육은 피고인의 성적
착취를 ‘사랑’으로 인식하는 피해여성에게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현실에서 발생하는 성
폭력의 극히 일부인 ‘전형적’ 강간을 중심으로 한 성교육은 오히려 낯선 사람에 의한,
폭력에 의한 성적 접근만이 성폭력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인식을 갖게 되면 지적장애여성은 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지에 대하여 성교육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다. 무죄 판결들은 피
해자가 성교육을 통하여 습득한 성 관련 용어의 ‘전형적인’ 의미 이해가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보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유죄
판결은 지적하고 있다.

다. 성관계 경험 또는 임신 경험
피해자가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서, 피해자가 당해 성폭
력이 있기 이전에 피고인 또는 제3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검토되는
사례가 많았다. 판결문에는 “이전에 성경험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지하실로 끌고 내
려갈 당시 성폭행을 하려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으며”[C-444]와 같이 피해자가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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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이 없다는 점이 피해자가 성폭행을 예상할 수 없었고 따라서 저항하기 현저히 곤란하
였던 이유로 지적되었다. 반대로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성관계를 통해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처음 만난 낯선 남자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C-475]과 같이 피해자가 성경험이
있고 성관계의 사회적 규범을 이해하고 있다는 판단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
지 않았던 이유로 제시되었다.

① 피해자는 (…) 아이를 2명 출산하여 현재 양육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이나 사
정의 개념 등에 대하여 그 의미를 이해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 타인과의 성관계의 의
미를 이해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위하여 돈을 주고 집으로 데려가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에 대하여 일정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C-1324]

위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남성과 동거하면서 자녀를 2명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
다는 점에서부터 시작한다. 피해자가 임신하여 출산하거나 낙태한 경험이 있다는 점은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성관계의 결과를 인식할 능력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법원에서 성관계 경험이나 임신, 출산, 낙태 경험 등이 언제나 원치 않는 성적
접촉에 대한 저항과 방어 능력의 근거로만 활용되는 것은 아니다. 장애 등급이나 사회적
연령으로 성폭력에서의 자기방어 능력을 충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위 사례와 유사한
지능과 사회적 연령, 혼인, 출산 경험을 들어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판단한 사례들과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 [C-1324]에서 피해자의 전체 지능은 59로 지적장애 3급이
고 사회적 연령이 7세 이상 8세 이하로 평가되었는데 그보다 피해자의 지능과 사회적
연령이 다소 높았던 [C-230], [C-231]316)에서 법원은 “피해자는 비록 결혼 및 출산 경험
이 있지만,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서, 그 사회적 연령이 8.7세에 불과하여 자기방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여 출산 경험이 있더라도 지적 능력이 낮다고 하면서 출
산 경험과 자기방어 능력을 분리하여 보았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경험이나 임신, 출산, 낙태 경험 등이 있더라도 지적
능력 등을 헤아릴 때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는 판결이 존재한다. 그러나 법

316) 두 사건의 피해자가 동일인이어서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평가 또한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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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지는 않다고 평가할 경우에는 성관계 경험, 임신
경험, 출산 및 낙태 경험이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피
해자의 능력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활용되기도 한다.

라. 과거의 성폭력 피해 경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문제된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
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하여서는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폭력 피해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경험은 피해자의 대응 능
력을 떨어뜨린다고 이해되었다. 그러나 성에 대한 이해도의 측면에서 성폭력 피해 경험
은 성관계 경험과 마찬가지로 해석되기도 한다. 피해자에게 과거에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던 경우, 그 경험이 폭력 피해라는 특성은 사라지고 다만 ‘성경험’이라는 측면만이
부각되어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적이 있으므로 문제된 범행 당시에도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피고인들과 성관계를 가지기 전에 외국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로 낙태를 한 경험이
있고, 피고인 최○○에게 성관계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는 등 성관계의 의미, 내용 및 그
결과에 대하여 나름대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C-360]

장애인준강간으로 기소되어 무죄가 선고된 위 사례에서, 피해자가 과거에 제3자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험은 폭력 피해 경험이 아닌 성관계 경험으로, 강간으로 인한 낙태의 경
험은 성관계의 결과에 대한 이해로 해석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
정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었
다고 진술하였지만, 과거의 성폭력 피해 경험이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에 미친 영향에 대
해서는 별다른 판단을 하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법원은 피해자가 성폭력을 통해서나마 성을 ‘경험’하였다면
저항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 경험은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졌고 사건 이후 피해자가 어떤 경험을 하였으며 사후 처리가 어떻
게 되었는가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이후 대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성폭력을
통한 성의 ‘경험’은 성폭력을 자연스러운 성관계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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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이 폭력으로 억압되었거나 가해자가 처벌받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의 태도를 보였다면, 피해자는 성폭력 경험으로부터
성관계의 의미가 아니라 ‘저항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성폭력 경험에서 폭력성을 제거하고 이를 순수한 성관계 경험으로 해석하려
는 태도는 장애여성을 성경험이 있는 여성과 성경험이 없는 여성으로 구분하고 후자를
더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다. 성경험이 없는 무지한 여성은 보호가치 있는 순결한 여성의
범주에 쉽게 포섭된다. 반면 성경험이 있는 여성은 그것이 설령 성폭력 경험이라 하더라
도 순결을 상실한, 더러워진, 성적 쾌락을 경험한, 성에 집착하는 장애여성의 범주로 편
입된다. 후자의 여성은 성적 ‘자유’를 얻지만 보호 범위에서는 배제된다. 장애여성의 섹
슈얼리티에 대한 보호주의적인 법의 태도는 보호 범위를 ‘무지하고 순결한 성’으로 좁게
설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의 발현을 방치할 뿐 안전한 섹슈얼리티의 향유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2)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1) 신뢰 또는 의존 관계
법원은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인지
평소에 아는 사이였는지, 아는 사이였다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과 관련하여 평가되는 사례는 주로
유죄 판결문에서 나타났다. 무죄 판결문에서는 관계가 나타나더라도 그 의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유죄 판결과 비교하여 볼 때 관계의 친밀성, 상호성이 나타나는 편이
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피해자의 손녀를 돌보아 주었고, 피
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가서 냉장고, 선풍기 등을 고쳐주고, 청소를 하여 주기도 한
점”[C-634] 등과 같이 평상시의 교류와 친밀성이 설명되는 방식이다.
반면 유죄 판결에서는 관계의 비대칭성, 의존성이 더 자주 등장하였다. 피해자가 피고
인을 신뢰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의존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바로 그 신뢰와 의존
성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인지 친밀성의 표현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
움을 겪고 저항하기도 힘들어진다. 유죄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나 의존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을 수월하게 한 요소로 판단된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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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의존 관계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 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의존 관계가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성립과 무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1심과 항소심이 서로 상반된 판결을 내린 사례로서 [C-330]은 의붓아버지에 의한 미
성년자유인, 장애인준강간의 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미성년자유인 부분만 유죄, 장애
인준강간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장애인준강간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
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의붓아버지의 성적 요구를 거절하다가 휴대전화를 사주겠다
는 말에 성관계에 응하였다면서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 성관계를 거절한 경험, 피고인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 판단 능력, 자발성, 직업 경험 등을 들어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
로 보일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가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할 판단 능력이 있었는가,
실제로 거부 표현을 한 적이 있는가 하는 법원의 질문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등한
관계라는 암묵적인 전제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주체이고, 피해자가 판단 능력이 없지 않다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거부하거나 동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1심 법원이 피해자의 성관계 경험과 성관계에서의 자발성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원
심을 파기한 항소심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통하여 피해자의 태도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② 피고인은 2001.경부터 피해자의 모친 김○○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의붓아버지로
초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와 가족으로 생활하여 왔고, 김○○과 자주 심하게 다투어왔던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김○○에게 드러날 것을 우려하여 2006.경 김○○과의 주
거지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수개월간 별거하기도 하였다가 2007. 9.경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그때부터 수년간 김○○이 피해자를 만날 수 없도록 한 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여 오면서 피해자가 좋아하는 휴대전화, 애완동물, 음식을 사주고 용돈을 주어 왔
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있어서 피고인 외에는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던 사실, ③ 피고인은 2006.경 중학교 2학년으로 14세이던 피해자와 처음 성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였던 사실, (…) ⑤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있어 엄마는 자신을 잘 보살피지 않고 혼을 잘 내고 함께 생활하지도 않지만
아빠는 늘 함께 지내며 자신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사람으로 지각되고 있고, 성관계가 아
빠라고 불리는 동거남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해주고 자신이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등 성폭력과 친밀감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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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라는 인식이 없어 함께 살지 못할 것을 불안해하고 자신
의 잘못으로 아빠가 경찰서에 있다는 죄책감마저 느끼고 있는 사실 (…) [C-330, 항소심]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의 피해자를 친모와 분리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피해
자의 의존성을 강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는 정서적, 경제적으로 믿고 의지할 만
한 사람이 없었다. 피해자는 아빠와의 성관계가 ‘좋아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지만, 피
해자는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대전화, 애완동물, 음식과 용돈, 어
머니에게서 받지 못하는 관심과 ‘사랑’을 피고인으로부터 얻을 수 있었다. 항소심 법원
은 수 년 간 피해자를 돌보아온 피고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피해자가 정신상의 장애로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에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애
착과 순응은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통제와 지배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근거들
은 항소심 법원에서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 1심 재판에서 이미 채택된 증거들이
었다. 그럼에도 1심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가 자기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자
기결정’이 어떤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는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위 사례에서처럼 장애인준강간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특성을 상세하게 검토
하는 것은 주로 유죄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태도이다. 지적장애여성의 자율적 선택 가능
성을 전제하는 무죄 판결과는 달리 유죄 판결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호자로 인식
하고 있어 피고인과의 분리를 두려워하고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돈, 거주지, 교
통편, 음식, 고용 등을 지원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거부하면 불이익
을 입을 것이 예상되거나, 피해자가 성적 관계를 친밀관계 유지의 일환 또는 대가로 이
해하고 있는 등의 사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저
항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2)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장애인준강간죄보다 위력간음죄의 판단 이유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위력간음죄에서 ‘위력’은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위력을 이용한 심신미약자간음, 장애인위력간음죄의 판단에서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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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어떤 우월적 지위에 있었는지 평가한다. 특히 유죄 판결에서
피고인의 우월적 지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인 또는 직장 상사, 선배, 피해자의 가
족의 고용인과 같이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피해
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위치,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비장애인인 피고인, 여성인
피해자에 대하여 남성인 피고인, 피해자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피고인, 피해자보다 더
큰 체격과 강한 체력을 가진 피고인 등과 같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또는 신체적으로
피해자에 비하여 피고인이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지 여부가 검토된다. 이하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피해자가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어떻게 할 것 같았느냐고
묻자 “회사 자를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과 막 비교하고 이랬어요, 누구는 일 잘하는데
누구는 일 못 한다는 식으로 비교를 많이 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을 남자로서 좋
아했던 마음이 없으면서 계속 모텔에 따라간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 상사니까 어쩔 수 없
었어요, 자를까 봐 겁도 났었고, 회사 가서도 너하고 말 안 한다 말하기 싫다, 너 보기 싫
다고 보복할 것 같아서요.” 라고 진술하였으며 (…) [C-502, 1심]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용인이었다.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거부하지 못한
이유로 해고의 두려움, 직장생활에서의 불이익 등을 들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성관
계 당시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지만 평소 피고인의 언행이나 피고인과 피해
자의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고용상 지위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권위 있는 지위에 있고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지위에 있었을 경우에도 위력이 인정된다. [C-1604]에서 피해자는
지적장애 외에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어 교회에서 전도사로부터 수화로 성경을 배우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수화를 가르쳐준 전도사가 피고인이었던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
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심리적으로 압도당하여 정상적 반항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
면서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성관계의 의미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 근거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
계, 피해자의 지적 능력, 성에 대한 인식 수준의 정도, 12살이라는 나이 차이, 권위나 외
적 압력에 대해 무기력한 굴복과 회피로 순응하는 피해자의 심리 상태 등을 들었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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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측은 피고인이 학교 교사도 아니고 보호시설 감독자도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피고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1
심 법원은 피고인 스스로도 농아자들 간에는 자기보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
로 거역하지 못함을 인정한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도덕 발달 수준이 권위자의 지시에
복종하고 벌을 피하려는 가장 원시적 단계에 있었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수
화를 배우고 있었는데 전학 오기 전까지는 수화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여 수화에 대한
욕구가 절실하였던 점,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피고인
과 같은 성인 남성을 무서워하였던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식주나 고용과 같이 생활상의 필요가 높은 것을 제공하여 주는
위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의 차이, 체격이나 체력, 나이, 성별,
장애 여부 등에서의 차이가 판결문에 언급되는 때에는 이 같은 요소들이 위력에 해당하
고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해석되고 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이고, 피고인의 나이가 피해자보다 약 30세나 많은 점 (…)
[C-130]
피고인은 40세의 키 160~165cm 정도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9세에 불과한 정신지체
장애 1급의 여성인 점 (…) [C-61, 항소심]
피고인의 체격이 건장한 편인 반면 피해자의 체격은 155cm 정도의 키에 40kg 정도의 몸
무게로 매우 왜소한 편이고, 피해자는 피고인보다 11살이나 더 어린 고등학생 (…)
[C-253, 1심]

그런데 판결문에서 나이 차이의 언급은 어린 여성에 대하여 나이가 많은 남성이 사회
적, 문화적으로 갖는 권위를 지적하는 것 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에서의 성관
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는 이해를 반영하기도 한다.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모
르는 사이였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을 경우 좀 더 지지된다. 관련 사례는 피해자 진
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후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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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의 판단에 있어 법원에서 고려하는 피해자의 인식
과 태도는 평상시 피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범행 당시와 범행 후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를 포함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평소에 피고인을 어떻게 인
식하고 있었는지가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한 저항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 피고인에 대한 인식
성폭력의 맥락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으로는 주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 여부가 문제된다. 법원에서는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대체로 피고인의 성적 요구에도 저항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반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거부 의사
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한다. 피고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폭
력적이거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거나 피고인이 제3자에게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을 피해자가 목격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면,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이라는 상황에 직면한 피해자는 평상시의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두려움으로 인하여 저항하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이러한 판단에는
피해여성의 두려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지적장애여성이 두려움
을 느끼는 상황에 대하여 법원이 그와 같은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피해자가 저항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두려움을 고려한 사례로 [C-153여]가 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직장 동료 관계317)로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삼
촌이라고 부르도록 하면서 피해자들이 잘못을 할 경우 종종 회초리를 들고 부모를 대신
하여 혼을 내기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있었다고 한다. 법원은 피해자
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혼날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충
317)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남성 2명으로, 한 명은 사장, 한 명
은 직장 동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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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을 인정하였다.
반면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이 항거불능 판단에서는 배제된 사례도 적지 않았
다. [C-10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
서 성관계 장면을 제3자에게 촬영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로 장애인준강간 및 카메라등이
용촬영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장애인준강간은 무죄, 카메라등이용촬영은 유죄가 선고되
고 항소 또한 기각된 사건이다. 검사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평소 남이 하라는
대로 하고 거절하지 못하며, 이 사건 이전에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맞은 사실이
있고 친구인 F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았다거나 욕설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온 터라 피
고인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이 피
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며 피고인을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하였
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학력, 학업 성취도, 직장생활 등의 사리분별
력이나 문제해결 능력, 학습능력, 지적장애의 정도 등을 들면서 피해자가 다소 지적 능
력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유죄가 선고된 다른 범죄에서는 피해자의 두려움으
로 인한 거부의 어려움이 인정되었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친구인 F도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터라, 겁이 나서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적극적․직접적으로 표시하
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뜻을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사진촬영을 승낙하였다거나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의사는 위와 같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어렵지 않게 추단된다고 할
것이며 (…) [C-10부, 1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
로 피해자가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요구되는 ‘저항의 현저한 곤란’에 이를
필요는 없다. 이 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장애인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의 차이가 두 범
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차이로 이어진다. 법원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피고인의 성
적 요구에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를 판단하는 데에서는 피해자의 두려움에 대해 언급하
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촬영을 거부하지 못한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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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은 있지만 성관계에 저항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을 리는 없다는 것이다. 카메라
등이용촬영죄와 장애인준강간죄를 규정한 법과 이 사건의 1심 법원의 태도는 신체의 촬
영보다도 성관계에 대하여 더욱 강한 저항을 요구한다. 법원은 ‘성관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자신들의 성관계를 촬영하는 경우 피해자가 승낙하였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한다. 즉 성관계의 촬영은 ‘승낙할 만한 일’이 아니지만, 성관계는 ‘승낙
할 만한 일’일 수 있으므로 저항이 불가능한 장애 또는 저항을 통하여 승낙 없음이 입
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심 법원은 장애인준강간죄의 판단 부분에서 오로지
피해자의 지적 능력만을 항거불능의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을 항거불능을 인정하는 이유로 삼을 경우, 피해자
의 그와 같은 인식에는 근거가 요구된다. 피해자의 두려움이 유죄의 근거로 제시될 때에
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서워하였다는 주장 외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사례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게 폭행당한 경험이 있다면 이는 피해자가 느끼는 두려움의 수긍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두려움을 주장하나 법원이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피해자의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 된다.
[C-113]의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중학교 동창으로,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다. 피해자는 3차례에 걸친 장애인위력간음 및 장애인유사성행위 피해를 주장
하였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큰 소리로 옷을 벗으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싫다
고 말하며 반항하였지만 피고인이 조용히 하라고 말한 후에 간음하였고, 때릴 듯한 태도
로 손과 발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위력
행사를 부인하였다. 법원의 판단 부분에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위력 행사가 없었다는 피
해자의 진술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 범행에서 피해자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죽일 것 같아서 겁이 나서 스스로 옷을 벗고 시키는 대로 했고 피고인을 밀쳐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을 무서워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거나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욕을 한 적도 없다고
하였으며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무서웠던 적은 없다고 하였다. 두 번째 범행은 피해자
가 직접 걸어서 피고인이 기거하는 모텔에 갔고 같이 목욕하였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으
라고 하여 성관계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안 벗으면 때릴 것 같아 겁이 나서
스스로 벗었다는 진술이 있었다. 법원은 모텔방이 1층이라 도망갈 수 있었을 것이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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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후 함께 국밥을 먹고 헤어졌다고 쓰고 있다. 세 번째 범행은 피고인이 가요주점으
로 오라고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가요주점에 찾아갔다. 가지 않으면 집으로 찾아
와 행패를 부릴까봐 갔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은
없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때릴 것 같아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때
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세 번째 범행에 대해서도 가요주점이라는 장소의 특
성상 얼마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임을 지적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두려움이 현실화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도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본인이 느낀 두려움으로 인하여 저항이 억
압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다고 말한다.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명
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려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확실히 나타나지 않는데 그
것은 피해자의 능력과 구체적인 위력 행사의 존부에만 오로지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
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장애 ‘이용’이 잘 다루어지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
피고인의 위력은 오직 공소사실에만 나타나고 있고 판단 부분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
어서, 법원은 피고인이 큰 소리로 말하거나 조용히 하라고 하거나 손, 발을 휘두른 행위
가 있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죽일
까봐, 때릴까봐, 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까봐 두려워서 저항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을 실행에 옮긴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두려움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피해자의 두려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배는 남았지만 피해자의 목소리는 법원에 전달되지 않았다.
강간죄에서 피해자의 두려움은 피고인에 의한 성폭력 당시에 가해지는 폭행, 협박으로
부터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저항이 억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실제 성폭
력에서 피해자의 두려움의 이유는 종종 평소의 관계, 성폭력보다 훨씬 전의 사건, 피고
인이 아닌 제3자의 가해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가해로부터 비롯되기도 한다.
다음은 피해자의 간접적 폭력 경험이나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갖고 있던 인
식에 대하여 각 심급의 법원이 서로 다른 판단에 이른 사례이다.
[C-275]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 상고심 판결문의 표현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사귀는 사이로 평
소 피해자의 주거에서 동거하다시피 하였는데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
였고 피해자의 작은 오빠에게도 아버지처럼 행동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곤 하였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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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어머니, 작은 오빠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았기에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면 자신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되어 겁을 먹고 거부하지 못하
였다고 진술하였다. 상고심은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인식을 들어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
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1심은 이를 피해자가 글을 읽고 쓸 줄 안다는 점, 걸어서 등하교를 할 수 있
다는 점, 피해자의 성교육 경험, 성 관련 표현의 이해도,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혼낸
적은 없고 가끔은 잘 해주었다는 사실’ 등과 종합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피해자가 어머니와 오빠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을 목격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두 법원은 서로 다른 결론을 도출하였
다. 상고심이 피해자의 두려움을 보고 저항의 어려움을 추측하였다면, 1심 법원은 피해
자에게 성관계 거부 시 자신이 폭행당할 수 있다는 데 대한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1심 법원은 성관계 거부와 그로 인한 보복 가능성 간의 인과관계를 인
식할 수 없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져야 장애인준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해석
한 것이다.
이처럼 피해자의 두려움은 ‘저항할 수 없음’이 아니라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충분히
낮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되기도 한다. 주로 무죄 판결이 보이는 태도이다. 다
음의 사례도 피해자의 두려움으로부터 피해자의 인지능력을 도출하는 법원의 판단을 보
여준다.

평소 겁이 많아 누가 큰 소리를 치면 겁을 먹고 시키는 대로 하였던 점,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이 나오라고 하였을 때 안 나가면 경찰차가 와서 잡아가므로 안 나갈 수 없었고,
옷을 벗으라고 하였을 때 벗지 않으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므로 무서워서 옷
을 벗지 않을 수 없었으며, 아버지에게 이르면 때려준다고 하여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는 지능이 정상인에 미달하기는
하나 사고능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성적인 자기결정을 할 능력
이 있기는 하였으나, 다만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데 불과하고 (…) [C-36, 상고
심]

위 사례는 1심과 항소심에서 장애인준강간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였다는 점은 피해자가 사고능력이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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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분별력이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되었다.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경찰차가 와서 잡아
갈 것’이고 ‘피고인이 때릴 것’이라는 인과관계의 판단은 원치 않은 성관계의 증거가 아
니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피해자의 두려움으로부터
피해자의 사고능력을 이끌어내는 논리는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을 오로지 장애 정도
에서만 찾으려 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2) 저항 또는 거부 표현
가. ‘별다른 저항 없음’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의 맥락에서 피해자의 두려움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대한 판단
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피해자의 저항이나 거부 표현 또한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와 연동되고 있다.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자의 지적 능
력에 대한 평가에 따라 유죄를 뒷받침하기도 하고 반대로 무죄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지
적 능력이 낮은 여성은 저항하지 않거나 거부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이 유죄의 증거가 되
었지만,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여성은 저항, 거부 표현을 하지
않은 것이 무죄의 증거가 되었다.
먼저 전자의 경우를 살펴본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다고 평가된 사례에서, 피해자
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거나 일시적으로 가벼운 저항만을 하
고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저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 없음’
으로 해석하면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았던 사례가 많다. “피해자는 피
고인의 이 사건 추행 등 행위에 대해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
다”[C-55, 항소심],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이 사건 간음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하지 말
라고 말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은 점”[C-156목]을 간단히 언급하면서 피해
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거나, 다음 사례들과 같이 성관계가 일반적인 사
회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거부 없음’을 피해자의 ‘낮은 지적 능력’의
한 징표로 보기도 한다.

피고인과 어떠한 정신적 교감을 형성한 적도 없고, 나이 차이도 무려 35살 이상 나는 피
해자 ○○가 피고인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할 당시 제대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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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 ○○의 지적 능력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거나 의심하여야 하
는 하나의 징표가 될 수 있을 뿐 (…) [C-153여, 항소심]

피해자는 피고인과 남녀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관계에 앞서 수반되는 교제나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알려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찾아오자 문
을 열어 주었으며, 피고인이 자신과의 성관계를 시도할 때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는 등
정상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를 가질 때 아파서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하였음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육체적인 고통에 거
부감을 표시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이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처하
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C-661]

그런데 피해자의 저항 없음은 일반적인 강간죄의 맥락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내포하
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강간죄는 폭행, 협박을 통하
여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간음한 때라야 성립하는
범죄이다. 반대로 말하면 피해자의 저항이 없고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
았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는 저항 없음으로부터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을 추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
태에 있었던 경우에만 별다른 행위수단이 없이도 장애인준강간이 성립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이러한 구분에서는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 인정에 요구되는 장애의 정
도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결론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의 지
적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이 없었던 것으로부터 여성의 동의를 추정하는 것은
‘지적 능력이 있다면 원치 않는 성관계 시도에는 반드시 저항할 것’이라는 가정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음은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는 점이 성폭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 사례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
로 잡아 당겼고 바지 등을 억지로 벗기는 유형력을 행사한 외에 특별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관계가 ○○공원 남자화장실 양변기 칸
의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위 양변기 칸 안으
로 데리고 간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가 위 남자화장실 양변기 칸 안으로 끌
려들어가지 않기 위해 버티는 등 특별한 저항을 시도하였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고,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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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피해자가 청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 양변기 칸에서 빠져나가려
고 몸을 움직이는 등의 행동만 하였어도 피고인에 의한 일방적인 성관계가 쉽게 이루어지
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 [C-424성, 1심]

위 사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채팅으로 만나 공원 화장실에서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장애인강간
을 무죄로 판시하였다. 항소심에서 검사는 장애인위력간음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
하였는데, 항소심은 위력 간음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거부 의사의 표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였거나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
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저항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부정적 감정 반응이 성폭력의 존재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장애인준강간죄의 판단에서 피해자의 거부 표현은 종종 불처벌로 귀결된다.
피해자의 거부 표현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앞서, 먼저 예외적인 사례를
살펴본다. 피해자의 거부 표현은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한 상태에서 성적 접촉에 대한 방
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피해자가 일부 거부 내지 반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간음 내지 추행행위에 대한 성적
인 자기방어에서 비롯된 거부 내지 반항이라기보다는, 간음 내지 추행에 수반되는 신체침
해 행위에 대한 본능적․말초적인 반작용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해자가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 (…) [C-494]

위와 같이 피해자의 거부 표현이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본능적 작용에 불과하다고 하면
서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항거불능을 인정하는 예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판결은
드물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을 내린 법원에서도 피해자의 행동이 ‘성적’ 자기방어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한다면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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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에 거부 표시를 하였거나 성관계 후 적대감을 보이는
등의 태도를 들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형성할 수 있었다’고 보고, ‘피
해자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으므로 장애인준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연결할 때 그러하다.

비록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지만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인
자기결정에 관한 의사능력마저 없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피해자가 옷을 벗으라는 피
고인의 요구를 일단 거절하였다는 공소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 [C-326]

피해자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피해자는 14세 6개월 남짓 된 정신지체장애 2급의 장애자이기는 하나 자신의 이름
정도는 쓸 수 있었고,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사준다고 하면서 ○○로 데려갔고, (…) 위 여관에서 피
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을 한 이외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으나, 피
해자는 두려움을 느껴 옷을 벗은 사실, 피해자는 이미 성경험이 있었고, 성관계 당시 피고
인에게 싫다는 말을 한 사실, 그 뒤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주위 사
람에게 이야기한 사실, 피해자는 성관계 후인 2005.8.5. 21:00경 집에 찾아 온 피고인에게
적대감을 보이며 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20영]

위의 [C-326]에서,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강상태를 봐주겠다며 옷
을 벗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였는데, 법원은 피해자의 거절이 성적 자기결
정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또한 [C-20영]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
부하였고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적대감을 보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장애인준강간 부분
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318) 피해자가 중학교에 재학 중이고 자기 이름 정도는 쓸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있고, 성경험이 있었으며 거부 의사를 표현한 점, 성관계 후 피고
인에게 적대감을 보인 점 등을 보건대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이다.
역시 피해자의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처벌받지 않았던 다음 사례에서는
앞선 사례들보다 피해자의 저항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1심은 장애인준강간의 유죄를

318) 카메라등이용촬영, 야간․공동폭행 부분에서만 유죄가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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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였으나,319) 항소심에서 무죄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이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는 ‘싫어, 싫어’라고 하면서 얼굴을
이리저리 흔들어 싫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와 스타킹을 잡아 내
리려고 하자 팬티와 스타킹을 잡고 버텼으며, 피고인이 삽입을 하려고 했을 때도 싫다고
하면서 상체를 흔들면서 반항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정○○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 [C-1692, 항소심]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직권판단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무
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났고 피고인이 자백하였으며 법원
도 피해자가 저항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처벌을 면했다. 피
해자가 저항하였지만 피고인이 처벌을 면하는 이러한 판결은 역설적이게도 피해자가 ‘저
항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한
경험이 많아서 남자한테 공포심이 있어서 말을 못한다’고 하였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과거의 성폭행 경험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아니면 저항 행동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위의 인용 부분과 같다. 간음 당시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몸을 흔들며 저항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이 위력간음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별론으로 하고,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을 이용한 간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해자의 거부 표현을 ‘성적 자기결정 능력 있음’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이상의 사
례들은, ‘피해자가 가벼운 거부 의사만을 표시하는 데 그칠 뿐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
한 것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 없음을 의미한다’고 본 판결들의 태도와는 상반된다. 그 차
이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이다.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거부하거나 피고인에
게 적대감을 보이는 태도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또는 적어도 옷을 벗는 행위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위 사례들은 모두 공소기각 또는 무죄가 선
고되었다. ‘원치 않음’이라는 의사의 형성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판단 능력이 있는 여성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장애인준강간죄는

319) 1심 판결문에는 판단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이유를 비교할 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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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력을 이용한 간음죄에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
해서는 “별론으로” 한다. 검사가 위력간음죄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설
령 위력간음죄로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모호하다면 역시 범죄는 성립
하기 어렵다. 항거불능 요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려는 입장에서는 장애인위력간음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준강간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지만, 위력 또한 좁게 해
석하는 한에서는 장애인준강간죄를 엄격하게 해석한 만큼 장애인위력간음죄가 나머지
영역을 포섭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3) 피해자의 ‘자발성’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이나 거부 표현 외에 피해자가 범행 전후
와 범행 당시 보인 인식과 태도는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둘 다에서 고려된다. 피고인과의 과거 성관계 이력, 범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자발성, 피
고인에 대한 호감, 성관계에 대한 동의 등이 검토되는데, 성관계에 피해자가 순응하거나
자발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경우에 따라 무죄의 근거 또는 유죄의 근거가 된다. 무죄
의 근거가 되는 경우는 자발성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이해되는 때이다. 반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면 자발성이 오히려 낮은 인지능력의 증거가 될 수 있
다. 먼저 피해자의 자발적 태도가 무죄의 근거가 된 사례를 살펴본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을 알았는데, 피해자보다 2살 많은 피고인을 오빠라고
부르며 지냈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과 만났을 때 성관계를 가진 바가 있으며 (…)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과 함께 자발적으로 모텔에 갔었다. (…)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을
알고 지내는 오빠로 여겼을 뿐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두려운 사람으로 여긴 것도 아
니었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마친 후 자연스럽게 침대에서 잤고, 피고인은
아침에 차비가 없는 피해자를 위하여 1,000원을 두고 모텔을 먼저 나갔다. [C-1021, 항소
심]

위 인용은 1심의 유죄를 파기한 항소심 판결문의 일부이다. 1심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로 같은 또래의 성적 관념 발달 정도에 미치지 못하며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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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들어, 집을 나와 잘 곳이 없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협에 겁을 먹었음을 이용하여
위력으로써 간음하였음을 인정하였다. 반면 항소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
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이력, 범행 장소인 모텔에 피해자가 자발적
으로 갔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운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위
력간음을 부정하였다. 다음 사례에서도 법원은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 하에 성관계에 동
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미 경험한 바 있는 성관계를 통해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
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처음 만난 낯선 남자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 피고인과 대화를 하는 것이 싫지는 않은 상태에서 자신
에게 스킨십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처음에는 제지하는 등 자신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였고, 결국에는 자신이 동의하여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등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피고인과의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C-475, 1심]

인용 부분에 따르면 피해자는 처음에는 성적 접촉을 거부하다가 나중에는 동의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동의’가 “자신의 감정
과 판단에 따”른 것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1심 법원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피해자
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옛 남자친구와 놀러갔다가 지하철이 끊겨 집으로 걸어
가는 도중에 어떤 남자가 피해자의 뒤를 계속 따라오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휘감
았고 “왜 이러시냐”고 하자 그 남자가 어디를 갔다오냐면서 계속 말을 걸어서 이야기를
하며 걸어갔고, 놀이터에 앉아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추행 및 간음이 있었다. 피고인의
접촉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고 하자 피고인은 “너를 좋아한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우리 사귀는 거냐”고 묻고, 피고인에게 사귀는 거면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도 하였다. 피고인은 간음 이후 피해자의 핸드폰을 받아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지웠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을 항거불능 판단의 중심에 두는 2003도5322 판결을 인용한 이 사
건의 1심 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 능력, 성관계 경험, ‘처음 만난 낯선 남자와는 성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 거부의사의 표현, 결국에는 자신이 동의하여 성관계를 하
는 등 자신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 피고인과의 성관계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폭행, 협박 또는 위력조차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사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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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력, 문제해결 능력, 학습능력 등을 종합하여볼 때 피해자가 다소 지적 능력이 떨어진
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장애 자체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정신적 장애가 주된 원
인이 되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항소, 상고는 모두 기각되
었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낯선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데
주목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낯선 남자’라는 표현은 법원의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 것
일 수 있다. 피해자에게 ‘낯선 남자’였던 피고인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의 몸
을 만져왔고 “우리 사귈까”라는 말 한 마디에 피해자에게 있어 ‘사귀는 남자’로 인식되
었다. 피해자는 “오늘 처음이잖아요”라며 거부하였지만 “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
는 것 같”기 때문에 길에서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남성과 “사귀는 줄 알고” 놀이터에
서 성관계를 하기에 이른다. 성관계 이후 피해자가 다시 “우리 사귀는 거 맞아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고개를 저었고 피해자는 후회가 되어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리면서 한
숨을 쉬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법원에서 ‘결국 자신이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차원에서, 피해자가 간음 장소에 ‘끌려가지 않고’ 스스로 찾아
갔거나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였거나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하였거나 더
나아가 성관계를 묵인하는 등의 사실은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행동이 아니다’라
는 평가로 이어져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가 동의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320)
하지만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다고 평가될 때에는 반대의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앞
서 보았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어 저항하지 못하였다’는 평가와 마찬가지로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해 인지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자발성이나 동의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붓아
버지에 의한 장애인준강간이 문제되었던 [C-330]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좋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심 법원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피해자가 심신
미약의 상태로 보일 뿐 항거불능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14
세부터 의붓아버지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로 인해 임신된 아이를 공장 화장실

320) 후술할 ‘제2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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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산하기도 하였으며 사건 당일에는 간음을 거부하다가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는 말
에 순순히 응하였다는 점을 들면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가 ‘의붓아버지와의 성관계
가 갖는 의미와 이에 수반될 부담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항거불능을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자발성’ 또한 거부 표현과 마찬가지로 지적 능력과의 관련성 속에서
해석된다. 지적 능력이 낮다는 평가는 피해자의 태도로 인하여 강화되고, 지적 능력이
높다는 평가는 피해자의 태도를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도록 한다. 이는 지적장애
가 없는 것으로 평가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여성이나 비장애여성에 대한 판단의 태도와
도 관련이 있다. 신체적 장애가 피해자의 태도와 저항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중증의
신체적 장애를 요하는 태도, 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에 가려진다. 자발성은 단지 거부 표
현이나 저항 행동을 하지 않았음, 또는 저항할 수 없었음일 수 있다. 그러나 겉으로는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동의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외견상의 자발성 뒤에 숨어 있는
피해자의 인식과, 피해자의 장애나 피해자를 둘러싼 맥락이 그러한 피해자의 인식에 미
치는 영향이 검토되지 않을 때 피해자의 태도는 지적 능력에 기한 자율적 동의이며 자
기결정인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4) 피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신고함
모르는 사람에 의한, 폭력이 사용된 ‘진짜 강간’의 각본에서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는
성폭력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신고를 부탁하고, 경찰에 범죄를 고소하
는 여성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분노에 가득차서, 두려움에 떨며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애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타인에게 알렸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는 ‘성관계가 아닌 폭력’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저항 능력의 검토를 요하는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의 맥
락에서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진다.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라면 범행 직후 신고할 것’이
라는 관념 하에서라면 피해자가 신고하였을 경우 유죄 가능성이 올라가고 반대로 피해
자가 신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무죄 가능성이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지적장애여성 성폭
력 사례에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를 타인에게 알렸거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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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판결문에 드러난 사건들 중에서 알리거나 신고하였다는 점은
대부분 무죄, 주변에 알리지도, 신고하지도 않았다는 점은 유죄의 이유로 제시되는 경향
이 나타났다.
비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통념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성폭력 피해를 타인에
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는지 여부가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달린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성행위를 당하게 되었음에도 정상적인 판
단능력이 결여되어 말하면 혼날까봐 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사
실”[C-6광, 항소심]과 같이 강간미수 1회, 강간 3회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 알
리지 않은 점은 ‘정상적 판단 능력의 결여’를 보여주는 근거가 된다. 반면 거부 표현이
나 저항과 마찬가지로,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도움을 청하였다면 피해자는 성
적 접촉에 대한 호불호의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면 경찰
이 어떤 기관이며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에게 아프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그만둘 것을 요청하였고, 또한
당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신○○에게 자신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하
여 모텔 밖으로 나온 후 함께 걸어가다가 신○○이 신발끈을 묶는 사이 PC방으로 도망
가서 그곳 PC방 직원에게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피
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 상황 판단력과 대처 능력,
의사표현 능력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C-424중]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도망가서 제3자에게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이 부정되어 장애인준강
간은 무죄가 되었다.321)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의 판단에서 법은 피해자의 ‘원치 않음’이
아닌 피해자의 지적 능력만을 보고 그로부터 저항 가능성을 살핀다. 이에 따라 지적장애
여성이 능력이 현저히 낮다면 장애인준강간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범죄 성립은 더욱 어려워진다.

321) 법원은 이 사건을 성폭력이 아닌 성매매로 보고 성매매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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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장애인준강간죄에서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요소들을 명시한 2005도2994 판결은 피고인과 관련된 요소로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
법’을 들었다. 그런데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이라고 할 때에는 범행 당시나 직후
피고인의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그 범위가 제한되기 쉽다. 하급심 판결에서는 범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식, 피해자에 대하여 취한 태도나
피해자에게 준 영향 등을 고려하기도 하므로, 법원이 살피는 피고인 관련 요소는 ‘가해
자의 인식과 태도’로 좀 더 확장될 수 있다.
분석 결과 피고인 관련 요소를 어느 정도의 범위로 언급하는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
에 차이가 나타났다. 하급심 판결에서 피고인과 관련된 요소가 검토되는 때에는, 무죄
판결에서는 범행 당시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에 미
치는 영향이 주로 고려되는 반면 유죄 판결에서는 범행 당시와 범행 후뿐 아니라 평상
시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과 태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언
급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 피해자에 대한 태도
가. 성관계 목적의 접근
피고인이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를 어떻
게 생각하고 대하였는가 하는 점이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성립에서 판단 요소가 된다.
지적장애 피해여성이 “자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상에게 쉽게 친밀감을 느끼
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C-338]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
인이 평소에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정황이 있다면 ‘피
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C-338]
은 피해자의 이웃 3명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례인데 법원은 피고인들이 음식을 사 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단기간에 10여 차례에 걸친 간음
을 한 사실을 들어 장애인준강간을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거나
먹을 것을 사다주고 ‘결혼하자’는 등의 허언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C-3]한 데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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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지속적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과일을 깎아 주거나 돈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하였고, (…) 피해자와의 계속적인 성관계를 가지기 위해 짧은 간격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의 사정 (…) [C-1245]

위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하였던
행동, 범행의 발각을 피하기 위한 행동,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
해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행동을 하여 성관계에 이르고 오로지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여
만난 것처럼 보이는 등 합의에 의한 성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는 점은 유
죄 판단의 근거가 된다.

나. 일반적 성적 규범에서 동떨어진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성관계를 시도한 방법이 일반적인 성적 규범에서 동
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일 때, 피고인의 태도를 ‘비장애인 성인 여성에 대하여는 쉽게 취
할 수 없는 태도’라고 평가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근
거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친밀감을 쌓는 과정을 생략하거나 독단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하는 행동, 자매 모두와 성관계를 가진 것, 피고인보다 나이가 많은 피해자에 대한
모멸적인 태도 등이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근거로 언급되었다.
구체적 사례로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처음 본 여성에게 성관계
를 요구하고 별다른 폭행, 협박을 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손쉽게 성관계하게 되
는 등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사례[C-495],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중에는 정상적 성인 여성으로서는 수치심을 느껴 말하지 못할 내용까
지 포함되어 있고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말과 태도가 피해자를 알게 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정상적 성인 여성에 대한 것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공격
적, 변태적이며 상대에게 모멸감을 주는 내용으로 급격히 변화되었다고 한 사례[C-399],
피고인이 피해자의 언니 K와 채팅으로 만나 성관계를 한 적이 있음에도 K를 통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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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뒤, 피고인과 K가 여러 차례 만난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도 만남을 제안하여 성관계를 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여성으로 생각하였다면 취하기 힘든 행동’으로 보인다고 한 사례[C-23전, 1
심], 한 번 본 적 있을 뿐인 피해자에게 집에 놀러가겠다고 말하고, 다음날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가거나 새벽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는 등 ‘정상
적인 45세 여성에게는 취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점’[C-53] 등의 표현들이 그와 같은 판단
을 보여준다.
피고인의 이 같은 태도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일반적 성적 규범’과 지적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성적 관계에서 피고
인이 비규범적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동의하였다면 범죄
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서 피고인의 비규범적 태
도는 피해자가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할 수
있을 만큼 피해자의 장애가 중하였는가 하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의 판단 문제와 연관된
다. 또한 장애여성의 일탈적 섹슈얼리티라는 가정과 결합하면 유죄의 근거가 되기 어려
워진다.
일례로 피고인이 새벽의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접근하여 놀이터에서 추행하고
간음한 [C-475] 사건에서 법원은, 길을 가다가 모르는 여성의 허리를 휘감으며 접근하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가슴을 만지고 놀이터에서 간음한 행위를 ‘피해자를 정상적인
지적 능력을 가진 여성으로 생각하였다면 취하기 힘든 행동’으로 해석하지 않았다. 그보
다는 당시가 야간이었고 어두웠던 점, 피해자가 혼자 걸어 집에 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신 점, 경도의 지적장애 여성이 어느 정도 사회성이 있다면 장애
여부를 단시간에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상적 대화를 나
누었던 점, 피해자와 대화를 길게 하면 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피해자 진단 의사의 진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촉을 두어
차례 거부하기도 하였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번호를 확인하기도 하였던
점을 들어,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정도를 넘어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
능 상태에 있음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상의 사례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가 일반적인 성적 규범 내에 있지
않았다는 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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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보여주는 이유로 제시된다. 다만 이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다는 평가와 결합되
었을 때이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지 않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고인의 비규범적 태도
가 있었더라도 이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지 않는다.

2) 행위 방법
가. ‘별다른 위력, 폭행, 협박 없음’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의 판단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였는지 여부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판단의 요소가 되었던 것과 같이, 가해자가 위력이나 폭행, 협박을 행사한 적
이 있는지 여부 또한 판결문에 자주 나타났다. 장애인위력간음죄나 장애인강간죄에서만
이 아니라 위력, 폭행, 협박을 요하지 않는 장애인준강간죄의 성립에서도 위력이나 폭행,
협박 등의 사용이 있었는지 검토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 논리구조 또한 피해자의 ‘별다른 저항 없음’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피해자의 지
적 능력이 낮다고 평가될 때 ‘별다른 위력의 행사 없음’, ‘별다른 폭행, 협박 없음’은, 어
떤 실질적인 위협이 없었는데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면 피해
자에게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즉,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고 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등의 이유에 더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함에 있어서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C-55, 항소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함에 있어서 폭행이나 협박 등 별
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C-156목]와 같이 폭행,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
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간음이 가능하였다는 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 능력
이 없음을 뒷받침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
가될 때, ‘별다른 위력, 폭행, 협박 없음’은 무죄의 근거로 바뀐다. 피고인이 여관에서 피
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것 외에는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한 [C-20영]
에서 법원은 장애인준강간 및 장애인준강제추행의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서 법원
의 주요 관심은 의사표현 능력, 정황 및 인과관계 인식 능력,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표시, 학력과 같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였다. 피해자의 거부는 장애가 중하지 않은
근거로 고려되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는 점은 법원의 관심을 벗어났다.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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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력이 물리적, 가시적으로 행사되지 않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행해질 경우 범죄의 성립은 더욱 어려워진다.

나.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폭행, 협박, 위력 등과 같이 직접적인 강제력을 사용하
지 않았지만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저항할 수 없도록 하고 간음하는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 경우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거나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
았다고 판단하게 되면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억지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범죄
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를 통한 성관계 사례는 무죄가 많다. 법원
은 피고인의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가 결국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
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애인위력간음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선고된 사례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
례 피해자에게 ‘○○ 만져도 되냐’라고 물으면서 접촉의 수위를 높여갔고 간음에까지 이르
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물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옷만 만지고 가라’, ‘옷 안에는 넣지
말고 그냥 만져보고 빨리 가라’는 식으로 대응하였으나 피고인은 성적 접촉을 중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 영상녹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간음 당시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손 치우라고, 싫다고, 하지 말라고, 귀찮다고, 집어치우라고, 난 아프니까 싫다고, 하고 싶
은 마음도 없고 싫으니까 가라고, 이거 좀 놓으라고.”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빼내려
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고인대로 힘을 주어 못 빼다가 발로 조금 쳐내니까 손이 빠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16상]

피해자는 “쉽게 유인되며 친밀감을 표현할 경우 잘 거절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
고 진술 도중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동
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덩치가 커서 만일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고 발로 차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면 피고인 힘으로는 못 당해냈을 것이라고 진
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는 방식으
로 간음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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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일관되게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부분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면서 행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실제로 체격은 큰 편이고, 이 사건 간음 당시 피고인은 만 15세”였는데도
“피고인의 힘으로는 못 당”할 만큼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피해자는 ‘저항
할 수 있었지만 저항하지 않은’, 즉 동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저는 잠만 자려고 갔어요. 섹스 그런 건 안 하고 잠만 자려고 갔어요. 그 오빠가 하자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계속 하자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되었어요.” “계
속 하자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욕 먹는 게 싫어서 계속 하자고 하니까 하
게 되었어요.”, “(피고인이 계속 하자고 할 때) 저는 그냥 싫은 기분도 아니었고, 싫어해
야 하는데 그게 한두 번도 아니니까 싫은 기분도 안 들었고 보통 정도 느낌” [C-1692,
항소심]

위 사례의 피해자는 채팅 사이트에 ‘외박하고 싶다’는 제목으로 채팅방을 개설하고 피
고인이 여기에 접속하여 자기 집이 비어있다면서 오라고 하자 피고인이 알려주는 장소
로 지하철과 택시를 타고 가서 피고인을 만나 고시원으로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성관
계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는 ‘안 할 수가 없어서’, ‘욕 먹는 게 싫어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섹스하자고 하면서 화를 내거나 짜증
을 낸 것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이를 들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겁
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아동피해자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남자한테 공포심이 있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성
폭행 경험을 피해자의 거부 행동이 ‘있었는지’의 판단에서만 언급하였고, 피고인의 반복
된 요구에 대하여 실질적인 저항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여부의 판단에서는 이를 고려하
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거부 행동이 ‘존재’하였으므로 ‘항거불능’, 즉 저항할 수 없는 상태
는 아니었다고 보았다.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에 의한 성관계는 물리적인 강제력이나 위협이 가시적으로 드
러나지 않고 따라서 강한 저항도 나타나지 않지만 성관계를 원치 않는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적 침해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장애가 심하지도 않고 강제력이나 위협, 저
항도 미약하다고 평가될 때 피해자의 ‘원치 않음’은 가려진다. 이는 여성이 원치 않는
일방적 성관계가 이성애적 섹슈얼리티의 정상성 범주 내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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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성폭력 범죄는 여성이 원치 않은 일방적 성관계를
여성이 스스로 원한 성관계와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원한 것은 아니지만 성관계를 막을 수는 없었던 상황에 대한 해석은 지적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가 어떤 맥락에서 구성되고 또 이용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친밀
한 성을 경험할 기회의 부족, 성적 착취의 경험, 성적 대상화를 사랑으로 이해하는 성에
대한 인식, 과거의 반복된 성폭력 피해 경험 등은 지적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구성하
는 데 기여한다. 성적 요구에 대한 대응 방법의 부재, 보호망 부족, 성인 남성 일반 또
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 등뿐만이 아니라 친밀
관계, 친밀한 성에 대한 욕구, 무성적 존재가 아닌 여성으로서 대우받고 싶은 욕구는 피
고인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원치 않더라도 순응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에 강한 거
부를 하지 못하였거나 ‘극도의 저항’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표현 또는 행
동을 무시하고 계속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경우 범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저항 능력에 중점을 두는 법원은 ‘원치 않는 성적 침해의 존재’보다는 피해
자의 판단 능력, 거부 행동의 존재 등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도출할 것이고, 그
로부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결론내릴 것이며,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는 좀처럼 위력으로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위력간음으로 기소된 다음의 사례에서도 1심과 항소심 모두 위력을 부정하였
다.322)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다며 연락을 해오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
고 가 간음하였다. 다음의 인용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일부이다.

피고인의 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흔들며 거부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청소년인 데다가 지적장애가 있고 가출한
상태여서 피고인 외에는 달리 의지할 곳이 없는 점을 알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괜찮으
니까 옷을 벗으라고 시켰다. 이에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 [C-6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주장하였다.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위력을

322)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위력의 행사를 부정하고 장애청소년간음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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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뿐 그 이상의 위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판결문에 따
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자 피해자는 혼잣말로
‘그래서는 안 되는데’라며 고개를 저어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괜찮으니 옷을 벗으
라고 다시 권유하였을 뿐 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당시 가출 중이어서 의지할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는데 피고인
이 가출한 자신을 도와주지 않을까 봐, 심지어 죽이거나 협박할지도 몰라서 피고인의 성
관계 요구에 응한 것이며,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기 때문에
지옥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 [C-652, 1심]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원치 않음’은 있지만 피해자가 왜 거부할 수 없었는지, 가출
하려는 피해자에게 ‘같이 살자’고 유인하여 추행하고 간음한 피고인의 인식은 어떤 것이
었는지 등의 맥락은 잘 검토되지 않는다. 18세의 지적장애여성이 가출하여 피고인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는 요구밖에는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외의 위력을 요구한다. 옷을 벗으라는 요구와 거절에 대한 무시만으로도 충분하
였다면 성폭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원치 않는 성관계의 책임은 ‘명확하게 거부
하지 못한’ 피해자의 탓이 된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에 의한 성관계 사례로서 위력에 의한 간
음의 유죄를 인정한 다음 판결은 다소 이례적이다.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40세의 키 160~165cm 정도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19세에 불과한 정신지체장애 1급의 여성인 점, ② 피고인은 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실을 알고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하는 등의 유치한 수단으로도 피
해자를 ○모텔 ○호로 유인함에 성공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충분히 밝
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끈질기게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호로 함께 가도록 하고,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
며, (…) 성교에 거부하지 못하게 한 점, ④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분명 그것이 싫지만 결
과적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거부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비록 폭행․협박을 행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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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르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여자로서 정상적인 어른 남자인 피고
인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성행․지위․상황을 이용하여 끝내 피해자
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성교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 [C-61, 항소심]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거부를 무
시하고 끈질기게 요구하여 간음한 것을 위력에 의한 간음의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
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고 피고인이 폭행, 협
박 등을 사용하지도 않았지만,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았으나 마지못
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성관계의 불법성
을 확인하였다. 이는 앞선 사례들에서 나타난 법원의 태도와는 상반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피고인이 결혼이민 자격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방글라데시 국
적의 남성이라는 점이다. 피고인의 인종, 국적, 피부색 등이 법원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또 다른 증명이 필요할 것이지만,323) 위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드문 종류의 사
건에서 이례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우리 사회에서 또 다른 취약 집단인 동남
아시아계 외국인이라는 점을 볼 때,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에 의
한 성관계의 유죄 인정이 일반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 같다.

3) 성관계를 은폐하려는 태도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하거나 피해자와의 만남, 성관계의
흔적을 없애려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은 피고인의 고의를 설명하는 요소가
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인적이 드문 ○○중학교로 데려
갔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다고 봄
323) 에스트리치(1995[1987])은 미국에서 강간죄에 대한 사형 선고가 전통적으로 백인 여성을 강간한
흑인 남성에게 적용되었고 강간에 대한 사형이 금지된 이후에도 흑인 남성이 가장 중형을 받았음
을 지적한 바 있다. 수센 에스트리치,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 1995[1987], 21쪽. 인종주의와
판결의 관계는 이 연구의 주제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자세히 논할 수는 없으나 우리 사회의 인종
다양성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도 향후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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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당하고 (…) [C-3]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섯 번째 성관계를 가질 무렵 범행의 발각 등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에게 다른 사람이 물어보면 피고인 자신 외의 제3의 인물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말하라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고, 그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돈까지
주기도 한 점 (…) [C-1245]

위 사례들에서 피고인은 휴대폰에 통화 내역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하여 공중전화를 사
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도하고 약속을 지키게 하고자 돈을 주기도 하
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라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
자를 성적으로 이용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로서 유죄 판결에서 제시되고 있다.

(5)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
범행 무렵 피해자를 둘러싼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은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에
저항할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주로 범행 장소의 특성,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
는 상황이었는지 여부,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망 등 피해자가 장애
에도 불구하고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저항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
를 가리는 요소들이 고려되고 있다.

1) 범행 장소의 특성
범행 장소가 고립된 곳이어서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는 피
해자의 저항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예가 많다. “간음이 이루어진 장소가 피고
인의 집으로서 피해자가 고립되어 있던 곳인 점”[C-130], “각 간음이 이루어진 장소는
피고인의 아파트와 ○○주차장에 세워진 피고인의 승용차 안으로서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
을 요청할 수조차 없게 고립되어 있던 곳인 점”[C-396], “피해자의 가족은 아침에 직장
등으로 나가는 관계로 피해자는 대부분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찾아오거
나 만나자고 연락하여도 다른 가족의 도움을 요청하기가 어렵고, 이 사건 간음행위는 대
부분 아무도 없는 국도변이나 피고인의 집에서 이루어져 당시 피해자는 위 장소를 떠날
수도 없었던 사실”[C-11서, 1심], 등에서 그와 같은 판단을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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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립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은, 공개된 장소에서의 성폭
력이 있을 법하지 않다는 판단과 대칭을 이룬다. 피고인이 성폭력을 의도하였다면 범행
이 더 수월하고 안전한 고립된 장소를 찾아갈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공개된 장소에서
의 범행이 이례적이라고 본 사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 중 경험칙 부분에서 후
술하도록 한다.

2) 피해자가 처한 상황
범행 당시 피해자의 처지로서, 피해자가 집을 나와 있어 달리 갈 곳이 없는 상황은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서 유죄 판결문에 종종 나타났다. 피고인이 지적장
애가 있는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C-346]에서,
간음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일행인 F와 J는 피고인을 신고하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집에
서 나가라고 할까봐 또는 나가라고 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
의 간음, 추행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고 일행들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못하였고, 일행들도 지적장애가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자신보다 지적 능력이 전반적으로 훨씬 우
월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부당한 성관계 요구를 받았을 때 이를 비장애인과
같이 판단하여 성적 자기방어를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달리 갈 곳이 없는 상황을 저항 가능성과 무관한 것으로 보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피해자가 형부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한 [C-126]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거처 없음이 주는 영향이 거의 검토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가 거부 표시를
할 수 있었고, 언니가 피고인에게 동생을 간음하라고 부추기거나 피해자가 강간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것이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빙성이 부정된 또 다른 사유는 사건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범행 후 피고인의 집에 2~3개월 정도 더 머물렀다는 점
이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는 당시 아버지의 폭력을 피하여 피고인의 집
으로 와 있는 중이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성관계 시도에 거부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간음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내용이 있지만, 법원의 판단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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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려 피해자가 범행 후 피고인의 집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만이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
는 이유로 지적되었을 뿐이었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의 궁박한 처지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기 어려운 이유로 해
석되기도 하지만, 법원에 따라서는 피해자가 달리 갈 곳이 없다는 점이 저항 가능성의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진정한 강간 피해자는 달리 갈 곳이 없더라도 가해자로부
터는 벗어나려 할 것이라는 시각을 말해주는 것이다.

3)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망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저항할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중요
한 요소가 된다. 지속적인 성폭력을 중단시킬 수 있는 관계적 자원이 있을 때 피해자는
비로소 거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의존 관계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가 피고
인 외의 사람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기대할 수 있어야 벗어나려는 시도가 가능할 것이
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망으로서는 피해자의 대인관계 등 사회적 관계, 가족관계의 보호
망, 가족의 장애 여부 등이 검토된다.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언급은 주로 유죄
판결문에서 나타났다. 다음 사례에서 피해자 가족은 피고인의 집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
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귀는 사이였다. 1심과 항소심은 장애인준강간의 무죄
를 선고한 반면 상고심인 2005도2994 판결은 이를 파기하였다. 그 근거 중 하나는 ‘사
건 당시 피해자를 둘러싼 제반 환경’이었다.

피해자의 부(父)는 피해자의 모(母)와의 불화로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에서 별거상
태에 있었고, 큰 오빠도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져 별거하고 있어 연락이 자유롭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 공소사실 제2항, 제3항 범행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제1항 범행으
로 인하여 임신을 하여 낙태를 한 후 그 모(母)에게 피고인의 위 범행을 알려 도움을 청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모(母)와 피고인 사이에 잠시의 언쟁이 있다가 곧바로 종전의 관계
로 돌아가 버리는 등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 공소사실 제4항
내지 제8항 범행은 피해자의 작은 오빠는 가출하고, 피해자의 모(母)도 업무관계로 장기간
집을 비워 피해자 혼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 220 -

[C-275, 상고심]

피해자의 가족은 피해자와 멀리 떨어져 있어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
고, 어머니에게는 도움을 청한 적이 있으나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일부 범행은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상고심 법원은 이 같은 조건으로부터 피
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무죄를 선고한 1심과 항소심에서
는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피해자의 항거불능과 무관한 것으로 다루어졌다.
경제적인 부양이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없을 경우, 경제적 지원과 관
련된 저항의 어려움이 인정되기도 한다. [C-32]에서 피해자는 범행 당시 지적장애 2급인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다. 피해자의 남편은 사망하여 달리 피해자를 돌봐줄 사람이 없
었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고인들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의 농
사일을 도와주고 받는 일당으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게는 위압감을 느끼고 누가 시키
지 않아도 이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해
자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에게 일을 시키고 일당을 주는 피고인에
대하여 순응하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가족으로부터 위협을 느끼는 경우, 가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알리는 것
은 오히려 이중의 위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 [C-11홍]에서 피해자는 20살가량 많은 남편
과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남편을 무서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피해 사실을 남편이
알게 되면 피해자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심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과는 같
은 동네에 살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무조건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남편이 알면 죽는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남편을 보호자가 아닌 무서운 존재로 인식하는 상태에서 정
신적 장애로 인하여 자신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며 돈을 주는 피고인에게 순응하는 상태
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위 사례들에서 지적장애여성인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임대인이자 사실상의 의붓아버지, 일을 주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돈을 주는 친밀한 이웃으로서 피해자에게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즉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의존 관계는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망

- 221 -

의 부족으로 인하여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유죄 판결에서 성폭력에 대한 저항의 어려움
으로 평가되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장애가 있다는 점 또한 가족이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망이 될
수 없어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C-346]은 지적장애 3급인 남
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였던 피해자의 일행들이 모두 지
적장애인이었다. 법원은 ‘남편이 지적장애인이고 조선족으로 한국에 들어온 지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지적장애까지 있음’을 고려하면 남편으로서 피해자를 돌볼 능력이 있
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C-18]의 법원 또한 피해자가 가족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
려웠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저항의 현저한 곤란을 이용
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보았다. ‘피해자는 범행 무렵 이웃 주민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이를 아버지에게 말했다가 아버지에게 혼만 났었던 사실, 피해자의 아
버지는 자주 술을 마시고 가족들을 폭행하였고 이를 피해 피해자와 함께 집을 나온 피
해자의 어머니도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다른 사람 집에서 잠을 자면서 다른 사람들과
성관계하는 등 피해자는 부모들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었다.
1심 법원은 이에 피해자의 낮은 지능과 사회성숙도, 별다른 폭행, 협박이나 별다른 저항
이 없었던 사실을 더하여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과 상
고심 또한 장애인준강간에 대한 1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지, 또는 피해자가 처한 사회
적,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관계망이 어떠하였는지 등의 요소들은 피해자의 저항 가능
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이 주로 언급되는 것은 유죄 판결에서이고, 무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장애 정
도나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를 더 강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었다면 문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
으로 보기 때문이다.

4. 소결
(1) 유죄 및 무죄의 논리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문에서 지적장애 피해여성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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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하여 주로 검토하는 요소들은 5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피해자의 특성, 피해
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5가지가 판결문에서 나타나는 빈도와 방식은 판결의 종
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유죄 판결문에서는 5가지 사항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반면에, 무죄 판결문에서는 피해자의 특성 중에서도 장애 정도와 성에 대한 이
해도가 판단의 중심에 놓이며 그 외의 요소들 또한 피해자의 장애 정도, 즉 지적 능력
과 성에 대한 이해도의 문제로 수렴된다는 것이다.
먼저 유죄 판결문을 살펴보면 첫째, 피해자의 특성에 있어서 장애 정도는 지능지수
또는 사회지수가 낮다,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학력이 낮다, 특수학교나 특수
학급을 다녔다는 등의 점이 피해자의 낮은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피
해자가 일반 학교나 일반 학급, 대학을 졸업하였을 경우는 낮은 학업성취도, 입학과 학
교생활에서 배려 받았을 가능성 등이 검토되고, 피해자의 취업 경력은 단순 반복적인 작
업이어서 높은 지능을 요하는 것은 아님을 지적하였다. 무죄 판결문에서 언급되는 피해
자의 신체적 능력은 유죄 판결문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심리적 특성은 권
위에 순응하는 태도, 타인에 대한 의존과 친밀 관계에 대한 욕구, 과거 폭력 피해 경험
으로 인한 저항의 어려움 등이, 성에 대한 이해도에서는 성 관련 지식의 수준이 낮고
성관계 경험이 없어 성에 무지하다는 점 등이 나타났다. 무죄 판결문에서는 성교육 경험
있음이 피해자의 성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으로 제시되나 유죄 판결문에서는 성교
육 경험이 잘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성교육의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되었다.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하거나 피고인에게 의존 관
계에 있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사회적 지위, 체격이나 체력, 나이, 성별, 장
애 등에서 우월적이라거나 피해자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점 등이 피해자의 ‘저
항할 수 없음’을 구성하는 근거로 제시되었다.
셋째,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로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태도는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이유로 이해되었다. 또한 별다른 저항이나 거부 표현을 하지 못한 점,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한 점, 피해를 주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
과 관련하여 해석되었다. 즉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고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저항이나 거부, 신고 등을 하지 못하였고 성적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접
근하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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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 목적으로 접근하였거나 일반
적인 성적 규범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점, 성관계를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인 점
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이용한 증거로 제시되는 예
가 많았다. 또한 간음, 추행의 방법으로서 피고인이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관련하여 해석되었다. 즉 별다른 강제력 없이 간
음, 추행이 가능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낮은 지적 능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다.
다섯째,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으로서 범행 장소가 고립된 곳이거나 피해자가 달리
갈 곳이 없는 처지로 피고인에게 일시적,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 피해자의 사
회적 보호망 부재 등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었던 이유로 해석되었다.
유죄 판결에서도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검토한다. 그러나 장애 관련 지수나 일상생활
능력 등에서 나타나는 장애의 정도가 매우 낮지 않다고 하더라도 장애 이외의 요소로
인하여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었다면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무죄 판결문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성에 대한 이해도에 집중하였다. 무죄 판
결문에서 나타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첫째, 피해자의 특성에 있어서 장애 정도는 지
능지수 또는 사회지수의 해석상 피해자가 훈련이 가능한 수준이다, 일상생활의 단순한
활동을 혼자 할 수 있다, 일반 학교나 학급, 대학을 다녔다, 취업한 적이 있다 등 지적
능력이 낮지 않음이 제시되었다. 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신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상태
였음을 지적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장애가 없다는 점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심
리적 특성은 거의 언급되지 않거나 당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지적장애인의 일반적 특
성일 수는 있어도 당해 피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되었다. 성에 대한 이해도
에서는 성적 지식이 있다, 성교육 경험이 있다, 성관계 경험이나 임신, 출산, 낙태 등의
경험이 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다. 이는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이 있다고 보는 근거가 되었다.
둘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의존하는 관계라거나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은 당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저항과는 무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평소
관계가 판결문에 나타날 때에는 친밀한 관계 등 주로 대등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언
급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는 주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평가되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였거나 거부 표현을 하였거나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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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신고하였다는 점은 피해자의 판단 능력을 보여주는 근거로 이해되었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지 않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피해자가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 피해
자의 ‘자발적’ 태도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해석되었다.
넷째,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는 무죄 판결에서 잘
검토되지 않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행위의 방법으로서 별다른 폭행, 협
박이 없었다는 점은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연관되었다. 즉 지적 능력이 낮지 않음에도
별다른 폭행, 협박이 없이 간음, 추행하였다면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나
타났다. 이는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에 의한 간음, 추행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다섯째, 주변의 상황 또는 환경으로서 범행 장소의 특성, 피해자가 처한 상황, 피해자
의 사회적 보호망 등은 무죄 판결에서는 잘 검토되지 않거나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
다.
유죄와 무죄 판결문에 나타난 법원의 태도를 종합하여보면, 유죄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특성 외에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주변의 상황 또
는 환경 등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어느
정도 판단 능력이 있고 일상생활, 직업 활동이 가능하거나 성경험이 있고 성에 대한 이
해가 전무하지 않더라도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었다. 성폭력이 상대방과의 관계와 사회적
인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장애의 정도나 ‘저항할 수 없음’ 또한 그와 같은 사항
들, 즉 피해자 ‘외부의’ 요소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살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자의 장애가 매우 중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권력,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두려움,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조건 등이 인정되면 위력에 의한 간음 뿐
아니라 ‘항거불능’을 요하는 장애인준강간죄가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에 비하여 무죄 판결문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 성에 대한 이해도를 중심
에 두고 그 외의 요소들은 장애 정도를 검증하는 보조적인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저항할 수 있었는지, 성적 자기결정이 가능하였는지는 피해자의 장애, 그리고
성에 대한 이해도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았다. 다른 요소들은 아예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
거나, 성폭력의 판단에서는 중요하지 않거나 당해 성폭력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이러한 무죄 판결의 입장은 피해자에게 고도의 장애가 있거나 명확한 위력의 행사
등이 있어야 ‘저항할 수 없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도의 장애는 성에 대한 인
식도 없고 판단 능력도 현저히 낮아서 거부 의사조차 형성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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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해자의 거부는 거꾸로 판단 능력의 존재, 성적 자기결정 능력의 존재를 입증한
다는 평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2) 피해자의 장애 중심의 법체계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판단을 집중하는 태도는 장애인 성폭력의 엄격한 해석을 고수
하는 법관의 성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태도는 우리 성폭력
규제법 체계와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성폭력 규제법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따
라 범죄의 범위를 달리 한다. 비장애 성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일부 특별한 상황324)을 제
외하고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강간만이 성폭력이다. 반면
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은 장애로 항거불능․항거곤란인 상태의 이용, 위계․위력의 이용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 피해자가 비장애 성인일 때 폭행, 협박을 이용한 강간만을 성폭력
으로 본다는 것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저항할 것이라는 전제를
반영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원치 않음을 보여주는 방법은 저항 행동이다. 폭행과 협박으
로 저항을 억압하였음이 입증될 때라야 강간은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성폭력의 범위가 달라지는 법체계에서, 장애여
성 성폭력의 판단에 피해자의 장애가 중요하게 검토되는 것은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일
이다. 비장애 성인 여성은 원치 않는 성적 요구에 저항할 것이고 저항할 수 있다고 가
정되므로, 저항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려면 피해자는 장애의 범주에 포섭되어야 한다. 그
러다보니 성폭력 범죄에서 법이 보호한다고 하는 성적 자기결정은 오로지 장애 여부에
달린 것처럼 보인다. 장애가 없으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성적 자
기결정 능력이 없음이 인정되려면 장애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마치 인지능력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과 저항 능력이 동일한 것이고, 성폭력에 대한 저항이 피해자 개인의
의지와 능력에 달린 문제라고 생각하도록 한다. 그래서 혼자서 밥을 할 수 있다, 피해자
가 피고인을 두려워했다, 피해자가 거부 표현을 했다는 사실에서 성적 자기결정 능력
‘있음’이 도출되는 논리가 가능해진다.

324) 비장애 성인에 대한 위력간음이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간음한 때로 한정된다.(형법 §303①) 준강간은 만취, 수면, 마취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라야 성립 가능하다.(형법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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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 성인 여성에게 폭행, 협박에 의한 강간만을 인정하고 장애 여부에 따라 성폭
력의 범위를 구분하는 법은 장애여성의 장애 정도와 성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성립을 판단하려 하는 태도의 근간이 된다. 비장애 성인 여성에 대한 성
폭력 규제법 체계는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관의 ‘좁은 해석’을 정당화하고 지지한
다.

(3) 의료적 진단 영역으로서의 장애 이해
피해자의 장애에 따라 성폭력의 범위가 결정되는 법체계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정도를 판단하여야 하는 부담에 직면한다. 장애 판단의 부담은 법원으로 하
여금 수치화, 계량화된 정보와 전문가의 권위에의 의존을 촉진한다. 법원은 주로 심리학
적 평가 보고서의 임상적 평가 결과 등 피해자를 진단한 전문가의 의견과 <장애인복지
법 시행규칙>에 나타나는 장애의 정의 및 등급별 설명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 종류와 등
급, 지능지수, 사회지수를 제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장애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의는 제한된 사회적 자원을 누구에게 먼저 배분할 것
인가 하는 복지의 측면에서 마련된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지적장애는 일상생활의 단
순한 행동의 훈련이 가능한가, 훈련 또는 도움을 받으면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일상생활 능력과 직업 능력을 중심으로 설명된다. 개인의 능력은 의료적으로 진단된 개
인의 손상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이해되고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복지 지원의 필요성
은 고려하지 않는다.325) 즉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 정의는 오직 일상생활 및 직업에 대
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의료적 설명을 보여줄 뿐이지, 상대방의 성적 요구의 의미를 이
해하거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성적 요구에 저항할 수 있는가 하는 성폭력 피해의 맥락
에서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 더구나 장애의 정도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다. 장애 등급은 지적장애는 단 3개 등급으로, 그 외의 장애 또한 장애의 종류에 따라
최대 6개 등급으로 구분할 뿐이다. 구체적인 개인들의 능력은 몇 단계로 구분되는 등급
과 숫자로 환산된다.
등급 분류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임상적 능력 평가는 지능지수와 정신연령에 과도

325) 김성희, 변경희, 이성애 외,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보건복지
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25~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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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의존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326) 지적장애인의 지적 능력은 성장 배경, 교육 정도,
생물학적 연령, 삶의 경험, 심지어는 어떤 순간의 심리적 상태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능지수, 정신연령은 특정한 조사 시점과 환경에 고정되어 있다.327)
이는 지능지수, 정신연령이 아닌 사회지수, 사회적 연령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사회지
수나 사회적 연령은 피해자 외부의 사회적 관계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지능지수에
비해 피해자를 둘러싼 조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할 여지를 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측정된
시점과 환경에 제한적이라는 한계는 여전히 갖고 있다. 정신 ‘연령’과 사회적 ‘연령’은
지적장애인이 그 연령과 같은 아동의 상태로 영원할 것이라고 간주하도록 한다.328) 15년
전에 측정된 사회지수를 판단의 자료로 삼았던 [C-634] 사례에서처럼 오래 전의 진단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판결은 장애가 고정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한 측면
에서, 과거의 진단이 현재에도 유효할 것이라는 이해는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능
력과 성폭력 상황에서 특정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동일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지적장애인의 정신적 능력에 대한 불신, 개인의 정신적 장애 정도를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 과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믿음329)은 진단과 사람의 위치를 역전시킨다. 전문
성, 객관성을 획득한 진단 결과는 거꾸로 진단 대상의 상태를 설명할 권위를 갖게 된
다.330) 권위 있는 전문가 집단이 제출한 보고서는 다시 재판이 피해자의 손상에 필요 이
상으로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를 야기한다.331)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체화된 존재들은

326) Deborah W. Denno, “Sexuality, Rape, and Mental Retardation”, University of Illinois Law
Review 1997(2), 1997, pp.366ff.
327) Julia L. Wacker et al., “Sexual Assault and Women With Cognitive Disabilities”, 2008,
p.89.
328) Deborah W. Denno, “Sexuality, Rape, and Mental Retardation”, 1997, p.367.
329) Janine Benedet and Isabel Grant, “Sexual Assault and the Meaning of Power and
Authority for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 2014, p.135.
330) Michael Gill, “Rethinking Sexual Abuse, Questions of Consent, and Intellectual
Disability”, 2010.
331) Douglas Biklen and Philip L. Schein, “Public and professional constructions of mental
retardation: Glen Ridge and the missing narrative of disability rights”, Mental Retardation
39(6), 2001. Julia L. Wacker et al., “Sexual Assault and Women With Cognitive
Disabilities”, 2008, p.89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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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인 장애의 정의와 추상화된 숫자 속에서 구체성을 잃고 동결된다.
장애의 종류와 정도, 지능지수와 정신연령을 중심으로 하는 장애의 설명은 장애여성
성폭력 문제를 개인화시킨다. 성폭력에 대한 장애여성의 취약성은 손상을 가진 장애여성
개인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성폭력은 장애여성들이 개인적으로 극복하여야 하는 운명
이 된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권력 관계와 사회구조적인 맥락의 문제는 다시 개인적인 특
성 뒤로 숨겨진다.

(4)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저항의 판단
비장애여성 성폭력의 성립에서 중심이 되는 피해자의 저항의 문제는 장애의 문제와
서로 교차하면서 장애여성 성폭력의 인정을 어렵게 한다. 피해자의 거부 표현, 저항 또
는 두려움으로 인한 저항 없음, 성폭력과 관련된 피해자의 ‘자발적’ 태도, 피해를 타인에
게 알리거나 신고하는 태도 등을 ‘성관계를 원치 않음’과 연관짓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의 지적 능력에 따라 해석하고자 하는 법원의 태도는 두 쌍의 추론 위에 서 있다. 한편
에는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으면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에
저항할 수 없다’는 추론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지 않으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으므로 원하지 않는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저항할 것이다’라는
추론이 있다. 법원이 피해자가 전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거부 표현을 하지 않았거나 더 나아가서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항거불능인 상태’가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 피해자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피해자는 성폭력의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대응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자발적으로 성관계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만약 피해자가 성폭력을 회피하기 위한 대응을 하지 못하였거
나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이해되기
쉽다. 이상의 두 가지 추론은 각각 장애인 성폭력의 기본적 조항인 장애인준강간의 전형
적 상, 비장애인 성폭력의 기본적 조항인 강간의 전형적 상을 반영한다. 이때 기준은 피
해여성의 지적 능력과 저항이다. 그런데 지적 능력과 저항의 조합이 언제나 위와 같은
두 가지 가능성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성폭력 상황에서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저
항의 교차를 단순화하면 <표 4-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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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추론
피해자의 저항
성폭력
거부 없음 ⇠┈┈┈┈┈┈┈┈┈┈┈┈⇢ 끝까지 거부함

피해자의
지적
능력

높음

⇡
⇣
낮음

A 항거불능 부정 (무죄)
◯
← 지적 능력 높기 때문

C
→ 강간 (유죄) ◯

B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
→ 장애인준강간 (유죄)

D
← 거부하였기 때문 ◯

원치 않은 성관계

항거불능 부정 (무죄)

<표 4-1>에서 B는 장애인준강간, C는 강간으로 수용되는 유죄의 영역이다. 그 외의
영역은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였더라도, 법원의 태도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
이 있다. ‘지적 능력이 낮다’고 평가되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를 거부한 경우(D),
‘지적 능력이 낮지 않다’고 평가되었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경우(A)가 그러하
다.
후자(A)에 해당할 때, 즉 ‘지적 능력이 낮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적극적 거부가 없
었다면 그것은 ‘저항할 수 있는데 저항하지 않은 것’이므로 ‘동의한 성관계’로 해석된다.
반면 전자(D)에 해당하면, 즉 ‘지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이지만 성관계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 같은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는 거꾸로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지
않음’을 추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러한 판단은 장애인준강간죄에 대한 좁은 해석이 처벌
의 한계에 도달하는 지점이다.
장애인준강간죄와 심신미약자간음죄 또는 장애인위력간음죄가 별개의 조항으로 구성
되어 있는 체계에서, 피해자의 장애가 중하지 않다면 심신미약자간음죄 또는 장애인위력
간음죄를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는 해석론332)이 있다. 과거에는 심신미약자간음죄로 기소하였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취
소할 경우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심신미약자간음죄로 기소하는 것은 처벌의
확실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장애인준강간죄의 완화된 해석이 요구되
기도 했다. 하지만 친고 요건이 폐지된 현 시점에서, 장애인준강간죄보다 심신미약자간

332) 대표적으로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도53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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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죄 또는 장애인위력간음죄의 적용을 주장하는 입장은 좀 더 유의미한 것 같다. 그러나
가해자의 유형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사건에서, 피해자의 두려움에 대해 면밀히 탐
색하지 않는 법원이 위력에 의한 간음을 인정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예컨대 피고인은 옷
을 벗으라고 말하는 정도 외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는 싫다고
하거나 옷을 잡는 정도의 미약한 저항만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단지 ‘무시’
하고 간음하였다면, 위력이 입증되기는 쉽지 않다.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의 엄격한
해석은 피해자가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지도 않고 피고인의 유형력도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사례를 처벌의 공백으로 남겨둔다. 이때 피해자의 저항은 중요하지 않다. 피해자가
저항하였다면 법원은 그 자체로서 중증의 장애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로 이해할 것이
고, 저항하지 않았다면 성관계를 싫어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
다. 어떤 경우든 피고인은 처벌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구분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성에 대한 인지능력
이 현저히 낮고 저항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의 장애가 있거나(B), 성적 자기결정 능
력을 발휘하여 저항하였다가 가해자에 의하여 저항이 억압되는 경우(C)뿐이다. B와 C
외의 상황에서 성폭력이 인정되는 것은, 검사가 어떤 조항으로 기소하였는지, 기소 조항
에 대한 검사의 해석과 재판부의 해석이 일치하는지 여부, 해당 재판부가 장애인 성폭력
범죄 조항에 대하여 어떠한 해석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다. 즉, 사건이 어떤
검사와 재판부에 배당되는가 하는 우연적 요소가 유죄 인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A, C와 B, D 사이의 지적 능력, A, C와 ‘비장애’ 사이의 영역, A, B와 C, D 사이의
어디쯤에 있는 피해자의 태도, 그리고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거부하지 못한 성
폭력(A), 지적 능력이 낮으면서 끝까지 거부한 성폭력(D) 등 헤아릴 수 없는 다양성의
영역은 법원에 따라 판단이 달라져 처벌의 공백으로 남기 쉽다. 장애 등급이나 지능지
수, 일상생활 능력 등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지적 능력의 차이, 성폭력에 대한 대응 능
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 그리고 미약하거나 중도에 포기된 피해자의 거
부 등은 단순화된 네 개의 영역이 결코 명확히 구분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대부분의
사건은 ‘전형’적인 B, C가 아닌 그 바깥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다.
더구나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에 비하여 범죄의 성립이 더 어려워지기도 한다. 비장애
여성 성폭력이 인정되는 전형적 영역인, 피해자가 저항하였다가 저항이 억압된 C영역에
서조차 언제나 범죄가 성립할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C 영역은 비장애여성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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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이지 못한 영역이다. 이 영역에 해당하는 강간이 인정되려면, 피해자의 저항은 폭
행, 협박으로 억압되었어야 한다. 그런데 폭행, 협박은 단지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
지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 피해자에게는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최대한의 저항을 할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이 같
은 폭행, 협박을 미리 예상하여 저항을 하지 못하였거나 저항을 중단하였을 때에는 범죄
성립이 어렵게 된다. 더구나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지는 않지만 장애로 인하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의 수준은 더 낮
을 가능성이 높은데, 법원의 판단에서 이러한 점을 충분히 살피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어
느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었고 저항도 하였던 C 영역에서도 동의가 추정되고, 강간은
성립되기 어려워진다.
또한 C 영역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는가에 따라
서, 피해자가 저항하였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장애인준강간으로 기소되었
지만 ‘저항 능력이 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고 평가되면 무죄다. 성적 자기
결정을 저항 행동으로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의 성적 자기결정은 도리어 범
죄의 성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피
해자가 결정을 할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법
원의 판단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없는 피해자만을 보호하는 조항과 그렇지 않은 조항
을 구분하려는 태도 때문이다. 결국 비장애여성에게 성폭력이 인정되는 영역에서조차 장
애여성의 피해 인정과 범죄의 처벌은 불확정적이다.

(5) 성적 자기결정의 두 가지 차원
‘비장애여성은 언제나 저항 가능하다’는 전제와 더불어 장애여성 성폭력 관련법 및 사
법적 판단에서 작동하는 또 다른 전제는 ‘성폭력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장
애와 비장애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장애인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장애로 인하여 저항의 어려움이 증대됨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장애와 관련된 포
괄적인 저항의 어려움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항거불능
요건을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일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입장은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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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검토함으로써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을 알 수 있게 된다
고 본다. 이때 장애가 있는지의 판단은 저항 가능성 판단과 분리된다. 법원에서 장애의
판단은 인지능력이나 지능지수 같은 장애 여부의 판단 문제이지 기소된 특정 성폭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의 판단은 아니다. 장애 여부의 판단이 수행된 다음, 그것은 자연스럽
게 저항 가능성으로 등치된다.
이는 비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성립하기 위하여 ‘원치 않는 성관계’라는 폭력 외에
‘폭행, 협박’이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위수단으로 요구하는 태도333)와 연관된다. 비장애
여성은 ‘기본값(default)’으로서의 저항 가능성이 폭행과 협박을 통하여 억압되어야 비로
소 피해여성의 ‘원치 않음’이 입증될 수 있다. 반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즉 저항의
불가능을 능력의 기본값으로 갖는 장애여성은 폭행과 협박이 불필요한 예외의 영역에
있다. 하지만 예외의 영역은 불안정하다. 피해여성은 지능지수나 사회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추상적 단어를 ‘사용’할 수 있어서, 범행 날짜를 진술할 수 있어서, 빨래나 청
소를 혼자 할 수 있어서, 비장애인이 다니는 일반 학교를 졸업해서, 임노동을 한 적이
있어서, 신체가 건강해서 ‘비장애’의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장애가 예외의 영역으로
남는 한 ‘비장애’로 평가된 여성은 또 다른 강제력을 통하여 저항이 ‘억압’되었어야 비로
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비장애와 다른 장애의 차이를 식별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알
수 있다는 결론은 여러 번의 논리 비약이다. 지적 능력을 통하여 성폭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입장은 최소한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전제한다. ① 지적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같다는 전제, ② 성적 자기결정 능력과 저항 능력은 같다는 전제
가 그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 전제 모두 적절하지 못하다.
첫째,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을 때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낮을 것임이 추정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지 않다고 하여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당연히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이 있더라도 성적 자기결정을 할 능력은 매
우 낮을 수 있다. 이를 도해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단, 다음의 그림에서 성적 자기
결정 능력의 ‘있음’과 ‘없음’은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없다는 이분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단에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333) Michelle J. Anderson, “All-American Rape”, 2005, pp.62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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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거나 없는 것으로 양분되지만, 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인간의 결정 능력은 항상 연속선
위에서 그 정도가 다르고 유동적이다.
지적 능력 현저히 낮지 않음

성적 자기결정 능력 있음

지적 능력 현저히 낮음

성적 자기결정 능력 없음

<그림 4-1> 지적 능력과 성적 자기결정 능력

타인과의 관계 형성 기회가 제한적이고 적절한 성교육이 제공되지 않으며 착취적이지
않은 성적 관계를 맺을 가능성이 낮은 장애여성의 삶의 조건에서, 적절한 성에 대한 이
해를 습득하기란 매우 어렵다. 성관계 경험을 통하여 성관계의 방법을 인식하고 있거나,
성관계를 하게 되면 임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는 성관
계를 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성관계의 사회적 규범 등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
라도 그것이 언제나 성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린 아동들에게
행해지는 성교육의 결과, 어린 아동들도 ‘성관계를 하면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아동이 성관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지적장애여성이 지적 능력이 낮다는 이유로 아동과 마찬가지로
성관계가 금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에 대한 표면적인 이해만으로 성적 자기결
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약하고 친밀한 관계와 착취적, 폭력적인 관계를 잘 구별하지 못할 때, 성폭력을 곧 성관
계이자 애정의 표현으로 이해하거나, 성폭력의 수인을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해할 때, 그리고 가해자가 이와 같은 지적장애여성의 인식을 알고 이용하였
을 때, 성관계에 동의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지 않거나 묵인하는 지적장애여성의 태도는
자유로운 자기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저항할 수 있는 능력과 동일시되는 것 또한 문제이다. 성
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더라도 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미약
하더라도 상대방의 침해에 대응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성적
자기결정 능력과 저항 능력은 <그림 4-2>와 같이 모든 조합이 가능하게 된다. 단, 다음
의 그림과 설명에서 성적 자기결정 능력 및 저항 능력의 ‘있음’과 ‘없음’ 또한 정도를 의

- 234 -

미하는 것이며 이분법을 표현하고자 함이 아니다.

성적 자기결정 능력 있음

저항 능력 있음

성적 자기결정 능력 없음

저항 능력 없음

<그림 4-2> 성적 자기결정 능력과 저항 능력

먼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없지만 저항 능력은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성적 자기결
정 능력이 없으면 저항 능력도 없을 것이라는 판단은, 지적장애여성이 저항하였다면 성
적 자기결정 능력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C-494] 판결
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피해자의 저항이 성에 대한 이해에 기한,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에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다.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피해자가 단지
신체적인 접촉을 원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행동이 낯설고 싫은 것이었을 때에도 거부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에 기한 거부가 아니라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원치 않음이다. 그렇다면 저항 행동으로부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추정하는 태도 역시
부적절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지만 저항 능력은 없는 경우를 살펴본다. 성적 자
기결정권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이해할 때에도,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성행위를 하고 싶지 않은 상대를 ‘거부’할 수 있는 권
리의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된다. 즉, 성적 자기결정이란 성행위를 할 것인지, 누구와 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할, 내심의 의사를 형성하는 측면만이 아니라, 그러한 내심의 의
사에 기하여 원치 않는 상대에 대하여 거부 표현을 하는 측면으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
다. 이때 내심의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과 거부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상호
관련성이 있을 뿐 언제나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장애의 정도가 경도이고 성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이라 하더라도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하고 비일상적인 상황
에서 대처하기 어렵거나, 순응적 태도의 강화로 인하여 타인에게 부정적인 반응을 표하
는 데 익숙하지 않거나, 친밀하지 않은 상대방에게도 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유대 관계의
훼손을 꺼릴 때, 성관계를 원치 않더라도 이를 저항 행동으로 드러내기는 어려울 수 있
다. 설령 일상적으로는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더라도 성폭력 당시의 상황과 환경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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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저항 행동을 할 수 없었을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저항 능력은 성에 대한 이해도
나 스스로 성관계에 대하여 판단할 능력과 같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다.
이는 비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에서 여성이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저항 곤란 상태에
있어 저항 행동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 비
장애여성 또한 상대방과의 관계나 과거의 경험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
능해질 수 있고 그 결과 물리적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극단적 사례
로서 과거의 성폭력 경험에서 비롯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인하여 성폭력에
직면하였을 때 심리적 공황 상태나 신체적 경직과 같은 일시적인 장애 상태에 빠지게
되어 저항이 현저히 곤란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성폭력에 직면한 ‘비장애’여성은 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장애인복지법이 장애로 분
류하고 있지도 않거니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있는 ‘비장애’여성이기 때문에
장애인준강간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준강간죄(형법 §299)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
능으로도 인정될 수 없다. 다만 가해자의 행위가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의 해
석 문제가 남을 뿐이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의 내심의 의사를 형성할 수는 있었지만, 그 의사를 저항 행
동을 통하여 실행하지는 못하였다. 이때 법이 존중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이 표현되는
‘저항 능력’이지, 성적 자기결정의 핵인 내심의 의사는 아닌 것이다. 여성의 내심의 의사
는 그것이 확인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버려진다. 물론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 내심의 의사
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에서 여성의 내심의 의사는, 확인될 수
‘없다’기보다는 확인되지 ‘않는’ 것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무시할 수 있을 정
도의 저항, 위력으로 억압된 비장애여성의 거부 의사 등은 내심의 의사가 분명 겉으로
‘표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될 수 없다’고 간주되며, 여성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
음을 보여주는 정황들은 최협의 폭행․협박이나 피해자의 고도의 장애를 요구하는 태도
속에서 범죄 성립에 의미 없는 정보로 분류된다.
결국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저항 능력과 등치시키는 법원의 태도는, 여성의 내심의
결정을 발견하려 하기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저항 행동을 통하여 성적 자기결정의 내용
및 능력을 추정하고자 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피해자의 장애여부를 막론하고 성적 자
기결정권은 성폭력 범죄의 보호법익이지만,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여성의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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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보호법익’에 포섭되지 못하는 것이다.

제2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1.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의의
성폭력 사건은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범죄 증
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다.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상반될 때, 다른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범죄의 성립에 유일한 증거가 된다. 때
문에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범죄의 증명이 없
는 경우가 되어 무죄로 이어지기 쉽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정은 다른 범죄
보다도 성폭력 범죄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특성으로서,334)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서도 무죄의 이유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35)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뢰 또는 불신은 여성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를 반영한
다. 낮은 신고율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과 차이가 있다. 성폭력 피해자는 ‘순결을 상실한 존재’
로서 여성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하거나 기여
하였다는 비난을 받는다. 피해자 비난은 성폭력 피해를 사소화하는 태도와 맞물리고, 가
해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논리로 인하여 피해자의 부담은 가중된
다.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여 성적 피해를 진술하여야 한다는 수치심 또한 성폭력 발고의
부담 중 하나이다. 즉, 성폭력 피해를 드러낸다는 것은 단지 가해자에 대한 응보 감정을
충족하고 피해를 회복한다는 이익 외에도 무수히 다양한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는 행
위가 된다.336) 이런 측면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허위로 주장할 가능성은 낮으므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337)

334)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에 관한 연구｣, 2013, 180쪽.
335) 이 논문 제3장 ‘제5절 무죄 사유’ 참조.
336) 정현미,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이차적 피해”,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8호, 2000,
167~168쪽.
337) 윤덕경, 박복순, 황의정 외,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III): 여성
폭력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4,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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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자는

온전한

피해자라기보다는

“의사

피고인

(pseudo-defendant)”으로 취급당한다.338) 성적 접촉은 제3자가 없는 상황에서 은밀하게
물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증언은 유일한
증거가 되는 만큼 더 면밀하게 탐색된다.339) 일상적인 성적 실천에 이미 폭력적인 요소
가 내포되어 있는 문화에서는 성폭력과 비폭력적 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340) 가시
적인 강제력과 극도의 저항을 중심으로 성폭력 범죄를 구성하는 법의 태도는 성폭력의
성립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서, 성폭력을 주장하는 피해자
의 목소리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불신’하게 된다. 더구나 그와 같은 문화에서는 각자
가 인식하는 성폭력의 범위가 달라서 가해자는 때때로 자신이 가해를 했다는 인식조차
없다. 때문에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하였다가 여성이 나중에 다른 목적에서 성폭력 피해
를 주장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여성인 때에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신은 유지되는데, 다만 지적
장애로 인하여 그 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피해자가 비장애 성인인 때에는 광범위
한 불신에 직면하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때에는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지가 중요해진다. 만일 지적 능력이 낮아 거짓 진술을 할 능력조차 없을 것으로 이해된
다면, 거짓 진술보다는 기억과 표현 능력에 따른 입증 가능성, 외부의 영향이나 기억의
변형 문제에 초점이 맞춰진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적 능력이 높다고 평가되면 거짓 진술
을 할 능력이 인정되고, 비장애 성인에 대해서처럼 거짓으로 피해를 꾸며 피고인을 무고
할 가능성이 검토된다. 즉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신빙성 문제는 허위 진
술의 가능성 검토에 더하여 장애와 관련한 기억 및 표현 능력, 외부의 영향 및 기억의
변형의 문제를 포함하게 된다.

2.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의 판단 요소
(1) 일반적 진술 증거의 증명력 판단과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 판단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모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338) Morrison Torrey, “When Will We Be Believed”, 1991, p.1059.
339) 이유정,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에 대한 논의”, 2007, 152~153쪽.
340) Liz Kelly, “the Continuum of Sexual Violence”, 2002[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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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의한다. 자유판단이란 법관의 판단이 법률적 제한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즉
어떤 증거가 가치 있는지, 어떤 증거가 있어야 사실이 증명되는 것인지, 어떤 증거를 취
사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341) 그러나 자유
판단이 법관의 자의를 무제한 인정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심증주의 하에서의
법관의 판단도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요구된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은 가능한 모든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
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으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여기
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가능한 모든 의문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342)다.
법원은 다른 형사사건의 판단에서와 같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도 유죄 인정을 위
해서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
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
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343)
그러나 지적장애인 진술의 증명력 판단은 비장애 성인의 진술에 대한 판단과 동일할
수 없다. 법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은 비장애 성인 진술에 대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지적장애인의 진술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하에서는
비장애 성인의 진술에 대한 평가 기준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하여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
자가 진술자인 경우 법원이 사용하는 판단 요소를 검토하도록 한다.
먼저 일반적인 진술 증거의 증명력 판단 기준으로 이준호(2004)는 7가지 요소를 제시

341)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제2판, 서울: 박영사, 2008, 516~517쪽.
34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5407 판결.
3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3.5. 선고, 2007고단212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2.17. 선고,
2009노2725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2.2.24. 선고, 2011고합8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
원 2013.1.24. 선고, 2012고합424 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5. 선고, 2012고합126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31. 선고, 2012고합529 판결;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2.15.
선고, 2012고합112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3.8.16. 선고, 2013노94 판결;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19. 선고, 2013고합12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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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첫째, 근거의 유무로서 진술이 뚜렷한 근거가 있거나 신빙성 있는 합리적 이
유로써 뒷받침되는가 하는 것이다. 추측이나 의견 진술, 전문(傳聞)진술에 비하여 목격진
술, 명확한 자료에 기초한 진술의 증명력이 더 높게 평가된다. 둘째, 진술의 일관성이다.
진술이 번복되었는지, 만일 번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진술 번복의 이유가 납득할 만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셋째, 진술 간의 불일치로, 관련 증거들과 비교하여 그 진술 내용들이
일치하는지, 진술 내용이 객관적 인정 사실에 어긋나는지를 살핀다. 넷째, 논리적 관점
또는 사회통념으로서, 진술이 합리적인지, 자연스러운지, 진술과 상반되는 사실이 있을
수 있는지, 사회통념, 논리, 경험칙에 부합하는지를 살핀다. 다섯째, 진술자의 위치이다.
진술자가 중립적, 객관적인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피고인이나 고소인의 편에 있는지가
고려 요소가 된다. 여섯째, 범행 동기 또는 사건화된 경위이다. 피고인의 경우는 범행
동기, 동기의 납득 가능성을, 피해자 진술에서는 고소 배경이나 인지 경위 등 사건화된
경위를 본다. 일곱째, 간접증거의 종합적 판단으로,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이거나 간
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완전한 증명력이 없더라도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한 유죄심증의
형성이 인정될 수 있다.344)
진술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이상의 7가지 판단 기준은 피해자 외의 제3자 증인이나
피고인의 진술까지 포괄하는 것일 뿐 아니라 진술자는 비장애 성인으로 가정된다. 따라
서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 평가 기준을 살피려면 지적장애인 성폭력 판
결문에 나타나는 법원의 판단을 종합하여 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점에서 볼 때, 위의 판단 기준 중 ‘근거의 유무’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이다. 피해자 진술의 대부분은 범행에 대한 본인의 직접경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물론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지적장애인 성폭력 재판에서 그러한 사항이 쟁
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진술자의 위치는 피해자 본인으로서, 피고인의 처벌
을 불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성질을 가질 것이므로 객
관적인 위치가 아닌 ‘편향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될 것이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는 피해자의 ‘편향성’이 더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서, 위의 ‘범행 동기 또는 사건화된 경
344) 이준호, “형사재판에 있어서 증명력 판단의 기준: 사실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고찰”, ｢사법
연수원 논문집｣ 제2집, 서울: 사법연수원, 2004, 380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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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하는 무고 가능성의 검토가 좀 더 강화된다.
또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볼 때, 지적장애인의 진술 특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지적장애인의 진술 특성으로 제기되는 문제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데, 첫째,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기억이 변형되거나 실제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진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둘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인지 및 기억이 불확실하거나
자신이 경험한 바를 논리적,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두 가지 사항에 대
하여 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판단 기준을 살펴보도록 한다.

(2) 실제 경험하지 않은 사실의 진술 가능성에 대한 판단
첫째,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것을 진술할
가능성의 측면이다. 법원은 아동 진술의 특성이 지적 능력이 낮은 지적장애인의 진술에
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보아, 아동의 신빙성 판단 기준을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다.
법원은 어린 아동일수록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 아동 진술의 특성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아동은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보다는 소극적으로 은폐하는 성향이 강하며,
꾸며서 말하는 경향이 발견되고, 기억의 보유나 회상에 결함이 있고, 경험한 것과 상상
한 것을 혼동하기 쉽고, 피암시성이 강하여 보호자나 조사관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기
억이 변형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진술할 위험이 있다고 한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이 문제되었던 2006도2520 판결345)에서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
아동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이와 같은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아동의 연령, 범행과 진술 간의 간격, 유도, 반복, 암시적 질문 등을 통한 아동 기억의
변형 가능성, 제3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 진술의 자발성 여부,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세부내용
의 묘사 정도, 특징적 부분의 묘사 유무, 정보의 수준 등을 살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 판결의 취지는 다음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아동의 연령 대신 지적
능력을 추가하는 정도의 변경만을 거쳐 하급심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에 대하여 거의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346)

345) 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도2520 판결.
346) 같은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판결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9.26. 선고, 2012고합5 판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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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제출된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
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
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
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
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면담자
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
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7.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이는
정신장애로 인하여 지적 능력이 아동의 수준에 있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C-528, 항소심]

아동 진술의 신빙성 평가는 법원에서 감정인, 전문심리위원 등 전문가 증인을 활용하
여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조사에서부터 수행되고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의 진술 신빙성 평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진술타당도평가(Statement
Validity Assessment)는 ① 아동의 자발적 진술을 수집한 뒤 ② 준거기반내용분석
(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을 실시하고, ③ 사건이 드러난 경위, 피해
진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 다른 증거와 진술의 일치도를 검토하는 것이
다.347) 준거기반내용분석은 아동의 진술을 <표 4-2>의 19가지 준거에 따라 분석하는 것
이다. 19가지 준거는 아동의 진술이 꾸며진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
면 나타날 것으로 가정되는 특징들이다.348)
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선고, 2012고합8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9.11. 선고, 2008노3336
판결;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4.3.25. 선고, 2013노23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11.28. 선고,
2013고합108 판결 등.
347) 우리 형사재판에 준거기반내용분석의 도입과 관련하여서는 김상준, ｢무죄판결과 법관의 사실인정
｣, 서울: 경인문화사, 2013, 236쪽 이하 참조.
348)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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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CBCA 준거
범주
일반적
특징

표현상
특징

준거

준거 설명

1. 논리적 일관성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

2. 구조화되지 않은 표현

진술이 시간적 순서를 따르지 않고 산발하여 나타남

3. 세부내용의 풍부함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등의 상세한 세부내용 묘사

4. 맥락상 깊이

사건이 발생한 맥락 정보가 풍부하게 주어짐

5. 상호작용

사건 중 진술인과 가해자간의 상호작용

6. 대화의 인용

글 가운데 직접대화(“ ”)를 사용하거나 가해자 말 인용

7. 사건 중 예기치 않은 일

발생
8. 독특한 세부내용
9. 부가적인 세부내용
10. 정확하게 보고하였으나

내용상
특징

이해하지 못한 세부내용
11. 관련된 외적 연합
12. 주관적 심리상태 묘사
13. 가해자의 정신 상태에

대한 귀인
14. 자발적인 수정
15. 기억의 부족 시인

동기적
특징

범죄
요소

사건 중 예상치 못한 중단, 어려움, 또는 종료
사건, 사물, 가해자의 특징적인 부분에 대한 묘사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사건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세부내용 묘사
조사자는 이해할 수 있지만 진술인은 이해하지 못한 채
진술하는 내용
가해자와 진술자 사이에 성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암시하
는 진술
사건 당시 주관적인 인지, 정서 상태 평가
가해자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에 대한 추론
자신의 진술을 자연스럽게 수정
기억의 부족을 자연스럽게 시인, 단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것은 아님

16. 자기 진술에 대한 의심

자기 진술이 정확하지 않거나 믿지 못할 것에 대한 의심,

제기

걱정

17. 자기 비난

자기 잘못을 인정하거나 자신을 원망하는 진술

18. 가해자 용서

가해자를 비난하지 않고 해명하거나 합리화하는 진술

19. 범죄 특징에 대한 세부

내용

전형적인 방식으로 범죄 행동 묘사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2010, 51쪽

진술이 진실이라면 허위 사실을 진술할 때와는 달리 특정 준거들을 충족시키는 부분
이 더 많이 발견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몇 개의 준거가 충족되어야 한다거나 몇 점
을 넘어야 진실이라거나 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 분석 결과는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

제18권 제2호, 2010, 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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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시사할 뿐 거짓을 판별하는 지표가 될 수는 없다고 한다. 따라서 평가자는 평가 대
상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평가보다도 “진술의 어떤 측면이 신빙성을 지지하는지,
왜 그런지, 그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때 어떤 점을 왜 주의해야 하는지를 법원에 알려주
는 것”을 주된 역할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349)
진술타당도 평가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피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과정, 진술에 영향
을 줄 수 있는 외적 요인들, 다른 증거들과의 모순 여부를 살펴 진술의 타당도를 평가
한다. 타당도 평가 준거들은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평가 준거
는 심리학적 특징, 면담 특징, 동기, 수사상 의문점의 4가지 범주를 검토한다. 심리학적
특징으로는 언어와 지식의 부적합성, 정서의 부적합성, 암시 취약성을, 면담 특징으로는
암시, 유도, 강압적 질문사용, 부적절한 면담 여부를, 동기로는 사건 보고에 의심스러운
동기가 존재하는지, 최초 폭로 상황에 의문점이 존재하는지를, 수사상 의문점으로는 허
위로 보고할 압력의 존재, 사건이 자연의 법칙에 벗어남, 다른 진술과 불일치, 다른 증
거와 불일치 여부를 살피게 된다.350) 타당도 준거들이 많이 나타나면 신빙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수사 단계에서 진술타당도평가는 진술신빙성 평가에 대해 훈련받은 전문가가 실시하
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351) 법원은 위 준거들 각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전문가가 분석한 피해자
의 신빙성 유무와 판단의 근거를 참고하고 기타 증거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있다.352) 진술타당도평가의 준거들은 진술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
349)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2010, 50쪽.
350)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2010, 51~52쪽.
351) 아동 또는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 94건을 분석한 김상준(2014)에 따르
면 전문심리위원이나 진술분석 전문가의 평가 의견과 법원 판결의 일치도는 80.9%로, 일치하지 않
는 경우는 모두 전문가가 유죄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법원이 무죄로 판결한 사례였다. 김상준, “형
사재판에 있어서 성폭력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관한 전문가 의견의 활용 실태”, 한국심리학회 연
차학술대회 발표 자료(미간행), 2014.
352) 단 진술타당도평가에서 활용되는 준거들은 아동의 인지적 특성, 발달 특성을 토대로 하여 연구,
개발되어온 것이고 진술신빙성 평가 전문가 훈련 또한 아동 진술자의 진술 평가가 중심이 되어왔
다. 점차로 전문가 훈련 과정에 장애인 피해자 관련 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라
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법정에 진술분석 결과가 제출되었으나 평가 척도가 아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전문가의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C-518, 1심]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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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측정하기 위한 도구이다. 실제 경험한 내용의 진술일수록 구체적이고 풍부한 정보
가 포함되며,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외부의 암시나 유도, 압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
서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정보들을 진술하였을 때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게 된다.
특히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자발성과 피암시성 등은 진술타당도 평가에서도 핵심적인
요소를 구성한다.

(3) 지적장애인의 의사소통적 특성에 대한 판단
둘째, 지적장애인이 인지 및 기억이 불확실하고 논리적, 구체적 진술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장애인 피해자 진술에서 중요하게 고려된다. 지적장애인은 범행 일시, 장소, 범행 내
용과 방법, 범행 전후와 당시 정황 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기억하기 어렵고 진술에 있
어서도 법원이 비장애인 증인에게 요구하는 수준의 논리적 정합성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가 없는 성인과 같은 수준의 증언을 요구한다면 범
죄의 입증이 어려워져 자칫하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진술하지 못할 것이
며 이야기하더라도 불신당할 것이라는 점이 가해자가 지적장애인을 성폭력의 대상으로
선택하기 쉬운 이유 중 하나353)라는 점에서도, 논리적 진술이 가능한 비장애 성인을 가
정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엄격한 증명 요구는 완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의
하급심 법원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건에서 증명책
임의 정도를 완화하고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
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
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
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353) Marklyn P. Champagne, “성 학대로부터의 회복을 위한 도움주기”, Leslie Walker-Hirsch 편,
｢지적 장애인의 성교육: …그리고 그 너머의 빛｣, 신현기, 정진옥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9[2007], 3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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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
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
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C-1547]

위 사례와 같이 법원은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을 판단할 때, 판단력, 인지능력이 낮
은 지적장애의 특성을 살펴, 진술의 구체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 시기와
장소, 진술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태도가 법원에서 일반화되어 있다고 평가하
기는 아직 이르다. 분석 대상 판결문을 살펴보면, 장애특성을 고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듯 보이지만, 다수의 무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는 항거
불능 등 구성요건 판단에서만 고려되고 신빙성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신빙성 판단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하는 사례에서도 법원은 증명책임의 완화에 한
계가 있다고 한다. 신빙성 판단에서 장애특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구체적 방어권 행사를 무력화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장애
특성 고려 또는 피해자 보호와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절히 형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다른 한편으로 장애특성의 고
려 없는 엄격한 증명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한다. 구체적 사례의 내
용은 판단 요소 분석에서 후술한다.

(4)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 요소
이상에서 살펴본 일반적 진술 증거의 증명력 판단 기준과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 태도를 종합하여보면, 법원이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피
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주로 고려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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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① 일관성으로서, 모든 진술이 일관될 것을 요하지는 않으나 주요부분에 일
관성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주요부분이란 범행 방법, 내용, 범행 당시 정황 등을 의미
한다. ② 구체성 및 명확성으로서, 피해 경험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진
술 내용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진술에 그치지 않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할 수 없
을 만큼 구체적인 세부적 묘사가 있거나,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의
묘사가 있거나,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가 드러날 때에는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된다. ③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으로서, 피해 경험이 경험칙에 비추어볼 때
개연성이 있고 진술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모순이 없을 것이 요구된다. ④ 객관적 정
황과의 부합으로서, 경험 내용이 피해자 진술 외의 관련 증거와 일치하여야 한다. ⑤ 외
부 영향 및 기억 변형 가능성으로서, 지적장애 피해자가 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또는 조
사자나 보호자 등 제3자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등의 이유로 기억이 변
형되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 ⑥ 무고 가능성으로서,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없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6가지 범주별로 세부
판단 요소들이 판결문에 어떤 논리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3. 법원의 판단 요소 분석
(1) 일관성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모든 진술 시점에 동일하게 기억하고 같은 방법으로 설명하
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여러 차례의 진술에서 어느 정도의 비일관성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에서 비일관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매우 다
양하다. 사건의 발생에서 증언까지 시간 간격이 길수록 기억이 흐려져 범행에 대한 일부
사실을 잊으면서 진술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 지적장애 피해자는 신고하는 방법을 모
르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오랜 시간이 흐르기도 하고, 사건 직후 주변에
이를 알렸더라도 피해를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거나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 가족, 동거인, 시설 직원 등 피해자와 보호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건이 은폐되기가 더 쉽다. 또한 피해 당시에는 성폭력이
라는 인식이 없었다가 나중에서야 성폭력임을 인지하게 되어 신고하게 되는 경우도 있
다. 피해 후 신고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 입증의 어려움, 불신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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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수사와 재판이 장기화되는 때에는 범행에서 진술까지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리기
도 한다.
시간 간격으로 인한 기억의 손상 외에도 범행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명확한 기억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있다가 단서가 드러나면서 기억이 되살아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여러 정황 중 무엇이 범죄의 성립에 유의미한지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는 단지 질문자가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던 사실을 다음 번 진술에서 드러내게 되기도 한다. 뿐
만 아니라 질문의 뉘앙스나 방향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증언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으
로도 진술은 변한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였는지, 누가 동석하였는지, 적절
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황이었는지 등은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친다. 이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외견상의 비일관성이 나타날 수 있다. 즉,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려는 의도가 없고 그때그때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말하였지만 외견상으로는 진술
이 번복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외견상의 비일관성은 조사 방법의 보완이나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이해의 강화로써 해소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를 비일
관된 진술로 보아 증명력을 기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처럼 진술의 비일관성은 다양한 이유에서 발생하고 그것이 허위 진술의 징표로서의
비일관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진술 번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
빙성을 전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비일관성이 나타나는 진술이 있을 때 세
가지 요소를 살핀다. 즉, 일부 진술이 번복되더라도 ① 진술의 주요부분에 일관성이 있
고 ②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이 있으며 ③ 무고 가능성이 없다면 진술을 전
체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 성폭력 피
해자의 진술뿐 아니라 일반적인 피해자 진술에 비일관성이 나타날 경우 공통적으로 사
용되는 기준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
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
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
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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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 무고 가능성은 후술하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주요
부분의 일관성과 관련된 판단을 살펴본다. [C-569]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자
체를 부정하였고, 피해자는 여러 차례의 진술에서 피고인이 사정하였는지 여부, 콘돔 사
용 여부 등에서 일관성이 없었다. 그러나 모텔에 가게 된 경위와 모텔 안에서 있었던
상황 등 주된 내용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발고 경위가 자연스럽다는
점, 일부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은 피해자의 정신적 능력을 고려하
면 전체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탓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고 보았다.
[C-86]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CCTV 증거도 범행 전의 정황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였
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비일관성이 문제되었다. 성관계 후 성기를 닦은 휴지를 버
린 위치, 다른 장소에서의 추행 행위와 간음의 선후 관계, 피해자의 옷을 피고인이 벗긴
것인지 피고인이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벗었는지에 대한 진술에서 조사 시점마다 차
이를 보였으며 피고인이 사정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이 첫 조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이후 조사에서 추가되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문제가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하며 지적장
애를 가진 피해자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하였
다. 반면 항소심은 휴지를 버린 위치에 대한 진술 번복이 중요 내용의 번복이라는 점,
피해자가 어머니에게서 영향 받았을 가능성, 성관계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지적장애의 특성상 기억이 불완전하고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을 수 있음을 참작
하더라도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은 의심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하면서
간음 부분의 범행을 부정하고 추행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C-156통]은 피해자가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간음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
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평가되었으나, 범행 횟수, 범행
당시 입었던 옷에 대한 진술 등에서 번복이 있었던 사례이다. 최초 경찰 진술에서는 성
관계가 1회였다고 하였다가 진술 일주일 뒤에 피해자는 스스로 경찰에 연락하여 다른
장소에서 한 번의 성관계가 더 있었다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지목한 범행 장소에서 피해

354) 서울고등법원 2009.5.22. 선고, 2009노7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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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DNA와 일치하는 모발이 발견되었으며, 범행 장소의 내부 구조가 피해자의 설명과
대부분 일치하였다.
이 사건은 심급마다 원심이 파기되었다. 1심과 상고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반면, 항소심은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최
초 진술 시 한 번의 범행만을 진술하였고, 범행 이후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였으나 거절
하였다고 하면서 거절한 이유까지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그러다가 갑자기 또 다
른 성관계가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의 동료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은 당했고 한 번은 도망갔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신빙
성을 부정하였다.
반면 1심 법원은 첫 조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피해 내역에 대해 동시
에 조사를 받던 상황이라 미처 두 번째 범행을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당
시 치마를 입었는지 바지를 입었는지 진술이 엇갈리는 것은 세부적인 차이에 불과한 것
이라고 하면서, 최초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다는 점과 범행 당시 입은 옷에 대한 진술
번복으로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았다. 상고심 역시 피해자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데, 주
된 이유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진술의 어려움이었다.

① 피해자 손○○는 (…) 지적장애 2급에 해당하는 전체 지능지수(IQ) 43으로 나오는 등
기억 및 표현능력에 있어서 일정한 제약이 있는 점, ② 피해자 손○○가 최초 경찰조사
당시 장시간에 걸쳐 (…) 3인으로부터 10여회에 걸쳐 간음 내지 추행을 당한 내역을 함께
조사받느라 미처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기억 및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 손○○가 스스로 이 부분 범행을 기억해 내서 담당 경찰관에게
연락을 취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점 (…) ⑥ 피해자 손○○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이 부분 범행이 ○○저수지에서의 범행보다 뒤에 이루어진 것처럼
진술하고 있으나 (…) 다른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 일자를 특정하는 데 상당한 애로를 보
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 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
다고 봄이 타당하다. [C-156통, 상고심]

즉,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제약이 있고 최초 조사 당시 여러 명의 가해자에 의한 여
러 건의 범행이 동시에 조사되어 피해자가 혼란스러운 상태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의 어
려움이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어 이 사건에 대해서만 특별히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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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행 횟수라는 중요한 부분에서 진술의 변경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제한적인 지적 능력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다.
이상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진술의 일부 내용에 번복이 있을 때 신빙성을 기각하는 사
례에 비하여 번복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을 인정하는 판결은 진술의 변경이 피해자의 지
적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일관성 요구의 정도를 좀 더 완화하는 태도를 취하
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의 세부 내용이나 지엽적인 부분, 범행과 직접적인 연관
이 없는 사항의 진술에서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기억능력,
표현능력 등이 제한적인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서 범행 방법이나 내용, 범행 당시
정황 등 주요 부분에 구체성과 일관성이 인정된다면 신빙성을 인정한다. 지적장애로 인
한 능력의 제한은, 신빙성이 문제되는 사항 이외의 진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경우
좀 더 인정되기 쉬운 것으로 생각된다. 위와 같이 신빙성이 문제된 범행 외의 다른 범
행에서도 동일하게 범행 일자의 특정이 어려웠다거나 하는, 증명의 어려움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는 논거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은 최초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발고되거나 이후 조사에서
더 구체화되는 경우에는 진술 번복의 이유가 납득할 만한 것으로 판단될 때 증명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최초 진술 이후 드러난 사실에 맞춘 듯하게 진술이 변경되었다거나 피
해자가 제3자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의심될 때에는 구체성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
도 진술의 변경이 오히려 증명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일관성의 문제는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해석함에 있어 법원이 성
폭력에 대하여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으며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어떠한지와
무관하지 않다. 비일관성이 피해자에게서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이다. [C-695]의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귀찮고 싫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맛있는 것을 사주고 용돈도 줘서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하였고, 성관계를 거부한 적이
없고 때린 적도 없다고 하였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성관계의 자발성 여부에서 모순된
진술을 반복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고,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그런데 이 사
례와 같이 피해자의 자발성 여부가 의심스럽고 별다른 위력이나 폭행이 잘 드러나지 않
는 사안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용돈 등의 보상을 좋아했다는 점, 그러나 성관계는 싫어
했다는 점, 성관계에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으나 그 정도가 가벼웠다는 점 등이 지적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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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해자에게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를 모순된 진술
로 이해하는 태도가 나타난다.
‘판단 능력이 없는 피해자가 아닌 이상은 성폭력에 직면하였을 때 강력하게 저항하고
자 하는 의사를 갖고 저항 행동을 할 것’이라는 전제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대부분의 질문에 ‘예’라고 긍정적으로 대답하거나 질문의 일부에 대한 긍정을 전체 맥락
과 구분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답하는 지적장애인의 진술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
문에 법원이 피해자의 진의를 다르게 해석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일관된 답변을 하였음에
도 법원은 이를 비일관된 태도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겉으로 보기에 진술 번복처럼 보이지만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 전체 신문
과정을 따져보면 비일관된 진술이 아니라고 보았던 사례들도 있다. [C-10안]의 1심 법원
은 피해자가 단편적인 사실은 대체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표현하지만 이를 시간 순서대
로 체계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이 포함된 복
합적 질문의 경우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경험과 경험이 아닌 것을 구분하여 답하기보다
는 질문 내용 중 피해자가 기억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에만 초점을 맞추어 긍정
적인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비일관된 것처럼 보이는 답변들이 양립가능하
다고 하였다. [C-518]에서도 경찰 진술에 동석하였던 아동행동진술분석가는 조사 보고서
에서 비일관성 등을 들어 신빙성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지만, 1심 법원은 지적장
애의 특성을 들어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진술분석 평가
척도가 아동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표현력에서는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나 진술의
맥락, 일관성은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해자로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종전 진술과 모순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관으
로부터 재차 질문을 받게 되는데,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종
전 진술과의 모순점이나 불일치를 파악하거나 이해하면서 진술하는 것은 어려워서 정상인
과 같은 진술의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것 (…) [C-518, 1심]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상을 볼 때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관의 관점, 지적장애에 대한 법관의 이
해는 항거불능 판단뿐 아니라 신빙성 판단에도 반영된다고 생각된다. 장애 및 ‘저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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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음’의 판단에서 이 같은 이해는 좀 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만, 신빙성 판단에서는
비일관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지적장애에서 비롯된 혼동의 문제로 분류되기 쉽다.
지적장애로 인한 기억이나 진술의 혼동은 오롯이 피해자의 장애가 원인이 되는 것이고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로 비일관성은 피해자의 장애 때문이 아니라 질
문 방법이나 법원의 해석으로 인하여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헤아릴 필요가 있을 것이
다.

(2) 구체성 및 명확성
피해 경험의 진술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면, 지적장애인이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평가
되어 높은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좀 더 수월하다. 그에 반하여 구체성의 결여는 장애로
인한 진술의 어려움이라고 특별히 설명되지 않는 한 낮은 신빙성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
인다. [C-240]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
하며, 진술 오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강간 부분에 대하여 무
죄를 선고하였던 사건이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성기 삽입 이전의 피고인의 행동과 강간 후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묘사
하는 부분이 있지만, 성기 삽입 상황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세부적인
묘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병력, 지능지수, 의사소통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다거
나, 일부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그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병원에서 함께 근무하던 직원들로부터 성추행
을 당한 사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에 관해서는 사건 전후의 상황, 가해자의
발언 및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미세한 부분까지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내용도 대체로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반하여, 피고인의 성폭행에 관하여는 그 시
기가 병원 직원들로부터의 피해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에 관하여도 검찰 2회 조사
시에 위에서 인정한 상해 피해를 당한 것과 전후를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진술을 할 뿐 아니라 그 묘사의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검사 등의 질문에 대하여 단
답형으로 진술할 뿐이어서 피해자가 실제로 당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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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12거]

위 사례는 친아버지의 장애인강간, 친족관계강간, 상해로 공소제기되어 그 중 상해만
이 유죄가 인정되고 성폭력 부분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원은 구체성의 결여를 문제로
삼았다. 장애로 인하여 진술에 구체성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다른 피해에 대한 진술을
볼 때 피해자가 구체적 진술을 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성폭력 부분
에서 묘사의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단답형 진술만을 하는 것은 신빙성을 해하는 것
이라고 결론 내렸다.
반대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 유죄 입증에 도움이 된다. [C-588] 사건에서는 한 건
의 범행이 드러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2명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밝
혀졌다. 피해자는 범죄 일시에 대해서는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였으나 범행 장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 피고인들이 했던 말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1심 법정에서는 성행위를 암시하는 행위까지 하였고 현장검증에서도 범행 장소를 특정
하면서 재현해보였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이며 뚜렷한 무고 동기 또한 없다는 이유로, 간음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 3명 모
두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이처럼 진술의 구체성과 명확성은 피해자가 진술 내용을 직접 경험하였음을 보여주는
요소이다. 이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을 때, 만일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
로 꾸미거나 상상하여 진술하려 한다면 진술이 구체화되는 데에는 지적 능력상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전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하
고,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하여 직접 보지 않았다면 알 수 없을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으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 등을 담고 있다면,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하
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진술을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지적장애로 인한 기억 및 표현 능력의 부족 때문이다. 법원은 장애로 인하여 진술에 구
체성이 떨어지는 때에는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진술을 요구하는 대신, 범행의 주요 부
분에 대한 명확한 진술이 있을 경우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도 한다. 이
에 따라 다수의 판결에서 피해자가 범행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거나 사건별로 구분 진술
하는 등에 어려움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되었다. 범행 당시 상황,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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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행동 등을 자세하게 묘사하였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 범죄 일시, 장소 등이 다
소 불분명한 것은 시간이나 수, 선후 관계, 장소 개념이 불완전한 지적장애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특히 범죄 일시는 지적장애인이 수, 날짜, 선후 개념이
부족하고 범행 이후 시간이 흐른 뒤에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특정에 어려
움을 겪는 문제이다. 많은 사안에서 일시는 특정한 시각까지 명시하지 못하고 해당 월
정도만으로 공소제기되거나 간혹 몇 달의 기간이나 계절로 특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
우에도 법원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 내에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355)
[C-192]의 경우 피고인은, 검사가 공소사실의 범행 일시를 “2011.1. 일자불상경”으로
특정하였다가 증거 조사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야 “2010.11.경부터 2011.1.경까지 사이”
로 변경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장
애로 정확한 피해일자 등 정보를 확보하는 것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고, 당초부터 범행
장소, 방법이 다른 사실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며, 변경된
범행 일시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고 범행 일시 변경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356) “통상적으로 범행일시는 적용 법령을 결정하
고 행위자의 책임 능력을 명확히 하며, 공소시효의 완성 및 이중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범행 일
시가 기재된 것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을 저질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된 범죄 일시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357)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범죄 일시를 명확히 특정
355) 대법원 1997.8.22. 선고, 97도1211 판결. 5세 9개월 아동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치상죄로 기소
된 이 사건은 범행 일시가 ‘1996년 월일불상 11:30경’으로 년도와 시각만을 명시한 상태로 공소제
기되었으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보았다.
356) 법원은 피고인이 성관계 자체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범행 일시의 변경이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357) 위 [C-192] 역시 피해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한 의심’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오로
지 시점이 주요 쟁점이 되어 무죄가 선고되었다.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연도, 계절, 월 등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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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C-3890]358)에서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으로서 일
반인에 비하여 사고 및 언어능력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추행 부위, 경위에 관하여 사건의
핵심 정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감정 반응을 강하게 드러낸 점,
사건의 핵심 정보가 타인에 의해 유도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정도로 생생하고
독특한 점, 특별한 무고 사유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였다.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
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
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추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
진술을 분석한 전문가들도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에
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 자체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인정된다. (…)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장소에서 그러한 범행이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입증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C-3890, 항소심]

항소심은 피고인에 의한 범행의 개연성은 있지만 범행 일시와 범행 장소 입증이 충분
하지 않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범행은 있었지만 처벌은 없었다. 결국 범죄의
성립은 사건이 배당된 법원이 범행 일시를 어느 정도나 넓은 범위로 허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구체성 및 명확성의 판단은 직접 경험한 바와 허위 또는 상상 진술을 구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해당 사건 경험밖에 없다는 전제가 충족될 때라야
유의미하다는 한계가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된 피해, 여러 명의 가해자는 지적장애여성
에 대한 성폭력에서 종종 나타나는 특성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이 있더라도 피해

개념 및 선후관계 등에 관한 관념이 매우 불명확하여 특정된 시기에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58) 이 판결은 범죄 일시 특정에 어려움을 겪는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
민사회단체의 비판을 받았다. 오마이뉴스, “‘대전지법·고법, 지적장애인 성폭력 왜 면죄부 주나’: 전
국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 규탄 기자회견… ‘재판부 무지 드러내’”, 2014.6.25.; 법률신문, “‘지적장애
인 성범죄’ 사건, 재판 절차 개선 사항 논의”, 20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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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과거에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과거 경험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의심되면 신빙
성은 오히려 더욱 떨어지게 된다. 지적 능력이 낮아 여러 사건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
는 지적장애의 특성은 불리하게 작용한다. 때문에 구체성과 명확성은 ‘순결한 피해자’의
전형성에 가까울 때라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한계
를 갖는다.
그런데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모순에 직면한
다. 지적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유형력의 정도가 약해진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신빙성과 구성요
건의 충족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한다. 다시 말해, 피해자의 진술 능력이 떨어져 구체적
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때에는 범죄의 입증이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낮은 진
술 능력은 그 자체로서 낮은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은 거꾸로 올라가게 된다. 반면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을 하는
경우 진술 능력과 진술의 신빙성은 높게 평가될 수 있지만, 장애의 정도는 경한 것으로
평가되어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상
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장애인 성폭력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
다.

(3)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적이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모순이 없을 것이 요
청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을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필
요한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법관 개인이 아닌 일반인의 객관적 의심을 말하는 것
으로서, ‘합리적’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359) ‘경험칙’이란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 판단의 전제가 되는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에서 도출되는 사물에 관
한 지식 또는 법칙을 말한다.360) 경험칙은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359) 권영법, “형사소송에서 합리적 의심과 입증에 관한 새로운 검토”,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통권
제147호, 2015, 153쪽.
360) 유승룡, 조의연, “법적 논증과 논리칙․경험칙”, 사법발전재단 편, ｢법관의 의사결정: 이론과 실무
｣, 서울: 사법발전재단, 2010, 251쪽; 권오걸, “자유심증에서의 경험칙과 한계”, 한국법학회, 법학
연구 제48집, 2012, 234쪽; 박종선, “강간죄의 적정한 사실인정 정립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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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칙과 경합하는 반대 가설을 견디어낼 수 있어야 하는데,361) 그 정도를 판단하는 것
은 어려운 문제이다. 형사재판에서 사실판단의 기준이 되는 경험칙은 단순한 개연성이
있는 법칙만으로는 부족하고, 필연적이고 절대 확실한 경험법칙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험원칙의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한다.362)
분석 대상 판결에서는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범행 방
법이 있을 법한지, 범행 장소가 공개적인지 은밀한 곳인지 등과 더불어, 범행 후 피해자
의 태도와 관련하여 발고 시점과 경위, 피해를 주변에 알렸는지, 범행 후 피고인에 대하
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등을 통하여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
하였다.
범행의 개연성과 관련한 사례로서, [C-278]의 1심에서는 범행 장소가 이례적이라는 점
이 의심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다. 피해자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
는데, 승용차는 도로가나 공영주차장,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상태였다고 하였다. 1심 법
원은 대낮에 큰길가 또는 공개된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워놓고 간음행위를 하는 것이 가
능한지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고 보았다.

위 [피해자] 진술의 요체는 ‘피고인이 대낮에, 큰길가 또는 공개된 주차장에 승용차를 세
워 놓고, 자신의 옷을 벗고 조수석 의자에 앉아 있는 정○○[피해자]의 옷도 벗기고 몸
위로 올라가 ○○○○[간음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데(검사도 위와 같은 ○○○○[간음행
위]에 대한 진술을 믿지 못하여 이를 추행행위로 축소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보이
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은 그 진술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 사회통념상 은폐된
장소를 찾을 수도 ○○○[있는데], 공개된 장소에서 이와 같이 대담한 ○○○○[간음행
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은 행위가 가능한지 합리적 의심이 남
는 점 (…) [C-278, 1심]363)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26집 제3호, 2009, 72쪽.
361) 유승룡, 조의연, “법적 논증과 논리칙․경험칙”, 2010, 256쪽.
362) 권오걸, “자유심증에서의 경험칙과 한계”, 2012, 236쪽; 조현욱, “형사재판에 있어 합리적 의심
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특히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6
집 제1호, 2013, 298쪽.
363) 법원에 판결문 제공 신청을 하면 인적사항 부분이 가려진 판결문이 제공되는데, 간혹 인적사항
과 무관한 단어까지 가려져 있는 경우도 있다. 제공된 판결문에는 가려져 있었지만 글의 맥락상
추측 가능한 내용은 대괄호 안에 연구자가 가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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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범행 당시 통화기록을 보면 각 통화 사이의 간격이 짧고 통화
장소가 달라 계속 이동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사이에 범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
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같은 사실에 대한 항소심의 평가는 정반대였다. 항소심 법원은 범행이 승용차
안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은폐된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통행이 뜸하거나 한적한 도로 및 주차장에서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고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범행과 충분히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의 상고 역시 기
각되었다.
성관계의 사회적 규범 또한 경험칙상 합리성의 기준이 된다. 대개의 사건에서 피해자
와 가해자의 나이 차이가 많은 편인데, 나이 차이를 근거로 들면서 성관계가 합의에 따
른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보는 판결들이 있었다. [C-153여]의 항소심은 ‘피고인이 피
해자의 아버지가 다니는 직장의 사장으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고 피해자와 무
려 35살의 나이 차이가 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큰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점에서 피해자
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응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라고 보았다. [C-12
수]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44~45세였고 피고인들은 각각 75세, 51~52세, 62세였는데 1
심 법원은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나이 차이, 피해자의 주변 상황,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
위와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성적 접
촉을 하였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판결들은 나이 차이
가 많이 나는 관계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의 가능성이 낮다는 사회적 통념이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범행 당시와 범행 이후 피해자의 태도가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 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무죄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C-179]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 사
이트에서 채팅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두 번째 만난 날 집에 바래다주겠다면서 피해
자의 집까지 가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10분만 있다 가겠다고 하여 방안
에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다가 강간하는 등 피해자의 집에서 7차례에 걸쳐 피해
자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다음은 항소심 판결문이 정리한 1심 판단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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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났을 당시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였
음에도 그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온 피고인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그때
마다 강간을 당하였다고 피해자는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태
도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고, 단순히 피고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여
열어주었다는 피해자의 주장 역시 피고인이 집 앞에서 아무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던 점
에 비추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그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어
머니는 간병일을 하고 있어 집에는 부정기적으로 드나들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장기간에 걸쳐 간헐적으로 방문할 때마다 매번 그 어머니는 집에 있지 아니한 사정을 감
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서로 연락을 취하여
그 어머니가 부재중인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전해들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점 (…)
[C-179, 1심]

성폭력 피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행위는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취할 태도로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다. 법원
의 이해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앞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등의 폭력적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두려움은 피고인의
가시적인 위협적 언행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 사례에서도 법원은 가해자
에게 자발적으로 연락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통상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보았다.

②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공○○이 피해자를 3년에 걸쳐 자신의 마음대로 조종
해 온 위치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기 위하여 그녀의 문자메
시지를 수신거부로 등록해 두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③ 피해자가 자신의 의
사에 반하여 간음을 당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에도 피고인 공○○에게 수차례 문
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것 역시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통상 취할 태도가 아니며
(…) [C-65, 1심]

위의 두 사건에서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를 다시 만나거나 가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이와 같은 판결에서 법원이 제시하는 성폭력 피해자
의 ‘통상적’ 태도가 어디에 근거를 두는 것인지 설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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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26] 사건은 형부의 강간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언니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강간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팔
을 꽉 잡고 목을 졸라 바닥에 눕힌 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법
원은 이를 동의에 의한 성관계로 판단하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니인 ○○○이 성관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직후에 같은 장
소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성적으로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할 당시 ○○○[피해자의 언니]이 옆
에 있었고, 피해자의 어머니도 같은 집에 있었는데, ○○○[피해자의 언니]이 먼저 피고인
에게 자신의 여동생을 간음하라고 부추기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간당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비록 ○○○[피해자의 언니] 또한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쉽게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2~3개월 동안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계속 머물렀다. [C-126]

‘피해자가 언니와 피고인의 성관계를 목격하였으므로 성적 흥분 상태에 있었을 것’이
라는 설명은, 성관계를 보았다면 성적으로 흥분되었을 것이고, 성적 흥분 상태에 있었다
면 강간일 리가 없다는 이해를 보여준다. 또한 법원은 ‘여동생과 남편이 성관계를 갖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있을 법한 일이지만 ‘먼저 여동생을 간음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여동생이 강간당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한다. 남편과 동
생의 성관계를 지켜보는 것과 성관계를 부추기는 것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의문
이지만, 법원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의 또 하나의 의심 요소는 피해자가 범행 현
장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사건 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머물렀다. 검사
는 공소사실에서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을 피해 피고인의 집
에 머물러 있어 피해자가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피해자가 성
관계를 거부할 수 없음을 악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 부분에는 이
같은 사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법원은 피해자가 갈 곳이 없었다는 사실을 중요
한 정보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상의 사례들에서 법원은 범행의 개연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폭력의 전형적 상과 ‘성
폭력 피해자가 취할 태도’의 전형적 상을 갖고 있고, 그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빙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 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 무죄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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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예는 많다. 피해자가 범행 후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
에서 떠나지 않거나, 식사를 함께 하는 등 피고인과 시간을 더 보내거나,[C-83]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거나,[C-52통] 사건 후에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거나 피고인의 집 등으로 스스로 찾아갔거나,[C-528] 폭행이나 자유의 제약
등에는 불만을 표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표출하지 않는 등의 사안에서 법
원은 피해 진술을 의심하였다.
그런데 유죄 판결에서 위와 같은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죄 판결에서
법원이 의심하는 피해자의 태도는 유죄 판결의 피해자에게도 나타나지만, 유죄 판결에서
는 피해자의 행동이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행동’에 부합하는지를 살피기보다는 피해자
가 처한 상황의 맥락을 검토하는 경향이다. 앞서 살펴본 바 있는 [C-338]에서도 피해자
는 범행 장소를 바로 떠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찾아가 또 다시 성폭력
피해를 입곤 하였으며, 심지어는 성폭력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에도 피고인들을 찾아갔다. 법원은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로 인하여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 친밀 관계에 집착하고 관계 단절을 두려워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하면서 장애인준강간죄의 유죄를
선고하였다.
한편 경험칙상 합리성은 범행의 내용에 대한 것 외에, 조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적용된다. 피해자가 진술 내용에 따른 적절한 감
정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허위 진술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지
등이 평가된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전문가는, ‘(…) 피해자가 피해내용을 말하며
보였던 감정반응(예를 들어 피해 내용을 진술하면서 울음을 멈추지 못하였던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실을 고의적으로 가공해 내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C-26]

성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분노, 두려움, 수치심, 우울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은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기대되는 바이다. 이러한 기대는 피해자에게 지적장애
가 있다는 이유로 완화되기도 한다.

- 262 -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자신의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전혀
긴장하지 않고 오히려 시종일관 웃음을 띄고 있는 등 부적절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대하
여 임상심리전문가인 조○○은 피해자가 부적절한 감정표현, 정서반응으로 상황에 적절하
게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
[C-255]

위 내용은 피고인도 피해자의 장애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을 것임을 인정한 부분
이다. 법원은 긴장하지 않거나 웃음을 띄고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것이 성폭력 피해사실
을 진술하는 증인에게는 ‘부적절한 반응’이지만 이는 피해자가 장애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징표라고 해석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여 기분이 좋지 않고 억울하였으며, 허리가 많이 아팠다고 진술하
였음에도, 진술하는 동안 자주 웃음을 지었는데, 이는 ○○○에게[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자연스럽지는 않다. [C-52통]

반대로 위 사례에서는 웃음을 짓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가 자연스럽지 않다는 점을 신
빙성 부정 사유 중 하나로 들었다. 위의 사례들은 서로 다른 결론에 다다랐지만, 성폭력
피해자의 자연스러운 진술 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이해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
다.
경험칙상 합리성은 범죄 피해의 내용이 개연성이 있는 일인지, 진술이 진실한 것인지
등을 살피기 위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경험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
지는 명확하지 않다. 유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반된 결론을 보이는 위 사례
들에서 나타나듯, 경험칙상 합리성에 대한 판단은 담당 법관 개인의 인식과 이해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성폭력 범죄나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 상을 기
준으로 삼는다 하더라도 법관들의 판단이 일치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 사회
에 통용되는 성폭력의 전형성은 종종 모순적이어서, ‘진정한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직후
신고한다’와 ‘성폭력 피해자는 수치심 때문에 주변에 피해를 알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과 같이 상반된 관념들이 동시에 지지를 받는다. 이때 피해 후 한참이 지나서야 신고
한 피해자와 곧바로 신고한 피해자 모두 의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 263 -

지적장애여성이 성폭력 피해자가 되는 때에는 그나마의 전형적 상조차도 적용이 어려
운 경우가 많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는 강한 유형력이 사용되지 않고, 피해자와 가해자
가 친밀한 관계인 듯 보이며,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거나 아예 저항하지 않고, 가
해자의 수가 여럿이고, 피해의 기간이 길고, 반복적인 피해를 입으면서도 피해자는 자발
적으로 가해자에게 접근하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며, 이를 억압하기 위하여 가해자
가 강한 유형력을 사용하고, 피해 후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두려워하거나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할 것이며, 다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라는 등의 성폭력의
전형성과는 정 반대의 위치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형적 상은 비장애 성인 여성에 대
한 성폭력에서도 실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의 맥락과는 독립적
으로 ‘성폭력 피해자가 취할 태도’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성폭력이 인정되기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4)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가 존재한다면 신빙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반면 피해자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의 존재는 피해자에 대한 의심을 가중시킨다.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진술에 반대되는 증거가 드러나
무죄가 선고된 전형적 사례로서, 앞서 살펴본 [C-240]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성폭행 당시
정액이 나와 자신의 성기 부분에 묻었다고 하였으나 범행 하루 뒤 실시된 질 검사에서
열상이나 출혈, 정액반응이 없었고,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법원
은 정액이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성기 삽입 관련 부분에 대하여 구체
적 진술이 없으며 지적장애의 특성상 조사자의 암시적, 유도적 질문이나 다른 피해 경험
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C-415]는 1심에서 장애인강간 및 집단․흉기등상해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
심이 피해자의 신빙성을 부정하면서 장애인강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
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성관계를 좋아하고 요구했지만 자신은 허리디스크가
있어 그 요구에 응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역에서 만나 동거하게 된 이후 피해자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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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의해 종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스스로 자신에게 돌아와 부부처럼 지냈
기 때문에 강간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병원 진단서, 피해자가 피
고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하여 피고인이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의 증언, 피해자와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기본적으로 좋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경찰 진
술 등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범행 그 자체에 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범행 전후의 정황에 대한 진술이 뒷받침되는
정보 또한 신빙성에 도움이 된다. [C-86] 사건에서는 범행 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인근 가게에서 라면과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돌아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었는데 편
의점 CCTV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다.
CCTV, 통화내역, 진료기록, 진단서, 모발, 정액 반응 또는 목격자 등 제3자 증인의
진술이나 피고인 진술 등에서 나타난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 때에는 피
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이외의 자료가 그 자체로서
‘객관적’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C-240]과 같이 질 열상, 출혈 여부를 참고할 수
있지만 성폭력이 언제나 열상이나 출혈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 [C-415]처럼 피고인이
허리디스크 진료기록을 제시하거나 또는 발기부전 진료기록을 제시하여 성관계가 어려
움을 주장하기도 하나 허리디스크, 발기부전 같은 진단 결과가 언제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의 불가능을 증명한다고 볼 수도 없다.
[C-415]에서 고등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갔다거나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좋아
하였다는 정황이 ‘강간할 이유 없음’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지만, 피
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거나 성관계를 좋아하였다고 하여 ‘모든’ 성관계를 좋아하고 허
용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술만 마시
면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피해자 보호자의 증언이 1심에서는 유죄 인
정에 기여하였고, 항소심도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집단․흉기등상해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좋아하여 스스로 집을 나와 피고인에게 갔다’는 진술을 오히려
의심할 만한 증거일 수 있지만, 그와 같은 검토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객관적 정황 증거의 ‘객관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어떤 정황을 확인하는 것은
특정한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는 과정이고 해
석에는 해석자의 시각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사에 반하는 성폭력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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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해를 수반할 것이라는 가정, 남성성기중심적 이성애 섹슈얼리티의 각본, 한 번 성
관계를 허용한 여성은 성관계를 거부할 자격이 없다는 인식, 장애여성이 과도한 성적 욕
구를 갖는다는 관념 등은 그와 같은 법관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정황 증거의 증명력을
더욱 강화한다.

(5) 외부 영향 및 기억 변형 가능성
법원은 지적장애인이 아동과 같이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제3자에 의하여
기억의 변형이 초래될 가능성이 없었는지, 사실이 아닌 사항과의 혼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등을 검토한다. 이하에서는 이를 피암시성과 혼동 가능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1) 피암시성
피암시성(suggestibility)은 외부의 영향을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피암시성의 범위
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는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협의의 피암시성은
사건 이후의 어떤 영향이 사건에 대한 기억을 변형시키는 정도를 의미한다. 사건 발생
당시의 인식과는 무관하게 사후적인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이다. 광의에서는 영향의
시간적 범위를 좀 더 확대하여, 사건의 부호화(encoding), 저장(storage), 인출(retrieval)
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포함한다. 암시는 사건이 발생하여 기억이 부호화되는 시점부터
일어날 수 있게 되고, 이는 기억과 보고에까지 영향을 준다.364)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건의 보고에 미치는 영향까지를 포함할 수도 있다. 최광의에서 피암시성은 사건의 부
호화, 저장, 인출, 보고(reporting)가 다양한 내적, 외적 요소들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때 피암시성은 기억의 변형을 넘어서, 스스로 거짓임을 인식하고 있지
만 타인의 압력에 의해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타인의 압력은 진정한 것
일 수도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것일 수도 있다.365)
364) 위계간음이 대표적 사례이다. 가해자가 치료라고 속여 간음하는 경우, 피해자는 사건을 성폭력이
아닌 치료로 부호화하고 기억하고 보고할 수 있다.
365) Erna Olafson, “Children’s Memory and Suggestibility”, Kathleen Coulborn Faller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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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에서 주로 검토하는 피암시성 문제는 협의의 범위 내의 것으로, 사건 이후
제3자에 의하여 기억의 변형이 초래될 가능성이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 방식이 피해자에
게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보호자 등이 조사 전 또는 조사 도중에 피해자에게 영향을 줄
경우 일어날 수 있다. 조사 및 증언 과정에서 질문자가 개방적 질문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진술로 증언하였다면 신빙성이 높게 평가되는 데 도
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질문자가 폐쇄적, 암시적, 유도적, 반복적 질문을 하고 피해자가
질문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는 경우에는 질문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게
된다. 보호자 등 제3자가 조사 전이나 조사 과정에서 그 같은 언행을 보이는 때에도 마
찬가지이다.
한편 외부의 영향은 반드시 기억의 변형을 초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광
의에서 포함하는 거짓 진술 역시 외부 영향의 문제로 검토되고 있다. 보호자 등 제3자
가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또는 적어도 자신은 진실이라고 믿는 사항을 진술하
도록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였거나, 실제적인 압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어떤
이유에서 부담을 느껴 스스로 거짓 진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질문자나 피고인
과의 관계에서도 발생 가능하다.
피해자의 진술이 질문자와 제3자의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으로서
[C-518]은 장애인준강간으로 기소된 2건의 범행 중 1건만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3년
이 선고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진술하였으나 범행 전후의 세부사항은 다소 혼동하였고 범행 시기나 횟수에서도 명확히
구분이 되지 않았다. 법원은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판결문에 상세히 인용하면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의 피해자 진술이 외부의 영향
을 받은 진술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부분이다. 당시 질문자는
“어떤 피해로 센터에 방문하신 거예요”, “(특정한 상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보
세요”, “지하방에 언제 (어떻게) 갔어요” 등 개방적인 질문을 하였다. 피해자는 조사관
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말, 행동 및 성관계 당시의 상
황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Interviewing Children about Sexual Abuse: Controversies and Best Practice, USA: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p.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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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간음이 한 차례 더 있었다는 진술은 약 6개월 뒤 검찰 조사에서 하였는데 이 부
분에 대하여 법원은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의심하였다. 피해자의 어머니, 조사자인 검사
로부터의 영향 가능성이 문제되었다. 검찰 조사 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동석하였는데, 경
찰 조사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과의 일을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집 밖으
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적대적인 감정
을 드러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보면, 피해자가 피해 이후 검찰 진술 당시까지 어머니의
언행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검사의 질문 방식도 경찰 조사와는 차이가 있었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기초하여 2회의 만남 동안 간음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하여 계속적, 반복적으로 질문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만난 시기나 순서를 명확
하게 구분하지 못한 채 진술하거나 혼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모든 행동을 함께 진술하는
점, ③ 검사는 피해자에게, “그때는 ○○시장 이야기 안했어요?”, “맨 처음에 도우미 아
줌마인가 그 분도 오셨잖아요. 그날 이야기 해주세요. 도우미 아줌마 본 게 맨 처음 아니
에요?”, “진술인을 만지거나 그랬어요?”라고 질문하는 등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질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하도록 하였는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유도적, 암시적인 질문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④ 검사는 피해자가 맥주를 사왔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첫 번
째와 두 번째 만남을 혼동하는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커피 마시자고 해서
커피를 타려고 했다는데 맞는 것 같아요?”, “아줌마 온 날 어땠어요? 그날은 아무 일 없
었어요? 첫 번째 만난 날은 강○○이 진술인에게 어떤 나쁜 짓은 안 했어요?”라고 질문
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친 피해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질문하여 진술하도록 한
점, ⑤ 또한 검사는 피해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만남 당시 상황을 혼동하자 피해자에게,
“그 아저씨가 맨 처음 진술인이 골목길 지나가는데 말 걸었다는 것이잖아요”, “말 걸어서
집에 놀러오라고 그랬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집에 데리고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우미 아줌마 오기 전까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도우미 아줌마 집에 오기 전까지
아저씨랑 둘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라고 질문을 하는 등 피해자의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
을 시도하기도 한 점 (…) [C-518, 1심]

검사는 경찰 진술에 기초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2회의 만남 동안 간음 행위가 있었
는지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질문하였고,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
한 유도적, 암시적인 질문을 많이 하였다. 법원은 검사의 신문 방식으로 인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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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음이 2회였던 것으로 혼동하거나 착각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검찰 조사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에 비하여 아동행동진술분석가가 동석한 상태에
서 진행된 최초 경찰 진술의 경우는 피해가 의심된 직후 신고와 진술이 이루어져 피해
자가 진술에 영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학습 등으로 인한 왜곡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았다. 이 사례에서처럼 법원은 사건에서 진술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에 타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엿보이거나 지적장애여성에 대하여 유도적, 암시적
질문, 반복이 행해지면 피해자에게 영향을 끼쳐 기억의 변형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
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신문에서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수
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성폭력처벌법 §34) 신뢰관계인은 피해
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등 피해자의 심리적 안
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형사소송규칙 §84의3①)
[C-518]에서처럼 피해자의 어머니 등 가족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동석한 가족이 진술에 영향을 미쳐 신빙성이 하락한 것으로
평가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역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동석하였던 사례로서 [C-86]의 항소심은 최초 진술에서 피고
인을 만나게 된 경위, 추행 행위는 조사자의 질문에 바로 답하고 상세히 설명하는 반면
강간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당했다’, ‘바로 시작했다’는 말만 할 뿐 구체적
인 행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동석한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
였다. 이와 같은 의심은, 추가 조사에서 진술이 더욱 구체화된 것이 어머니 등으로부터
기억이 주입되거나 암시되어 진술이 각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로 이어졌다.
반면 피해자에게 암시를 줄 수 있는 조사 방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자발적 답변을 한 때에는 신빙성이 높아진다.

○○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기록 191쪽)에서 ‘피해자의 진술내용
에 조사관, 신뢰관계자의 주관과 선입견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계속
하기 싫다고 하였는데도 했다는 진술을 일관성 있게 하였고, 조사관이 간혹 유도심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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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도 암시에 걸리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는 비록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나,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데에 필요한 능
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C-1003]

유도심문이 있었더라도 질문자에 의하여 유도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밝혔
다면, 진술의 신빙성은 반대로 더 높아질 수 있다. [C-5]의 항소심 판결문은 조사 내용
과 피해자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인용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자발적임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유도적, 암시적 질문이 나타났으나 피해자는 질문의 내용을 긍정
하거나 반복하는 방법으로 답하지 않고 부정적인 답변을 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예를 들어 질문자가 오른손으로 쓰다듬는 행동을
하면서, 이렇게 쓰다듬었냐고 묻자 피해자는 왼손으로 주물럭거리는 행동을 하며 이렇게
만졌다고 답하였고, “완전히 벗었어?”라는 질문에 “요만큼은 안 벗었구요”라고 답변하였
으며, 묻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을 자발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스스로 기억의 부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두서가 없고 산
발적이라고 하면서도, 주요 부분은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 정보가 담겨 있으며 진술이 자
발적이고 객관적 정황과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조사에 가족이 동석하였을 때 피해자가 동석자의 눈치를 보는 듯한 태도
를 보이거나, 더 나아가 동석자가 답변을 재촉하거나 암시를 주고, 잘 대답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답변을 하는 등의 상황, 질문자가 폐쇄적, 암시적, 유도적, 반복적 질
문을 하고 피해자가 그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는 상황은 조사 결과를 의심하게 하는 이
유가 된다. 이 경우 조사자가 동석자를 적절히 통제하였거나 동석자 또는 질문자로부터
피해자가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일 때에는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당해 조사 결과의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
다만 외부 영향의 의심이 언제나 무죄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여러 번의 진술에
비일관성이 있는 때에는 외부 영향이 의심되는 조사 결과가 배제되고 그렇지 않은 진술
이 채택되어 범죄가 입증될 수 있다. 특히 기억의 변형이 아니라 압력으로 인하여 거짓
진술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최초 조사보다 이후의 조사에서 진술이 더 구체화되기도
한다. 최조 조사에서 진술할 수 없었던 것이 이후 조사에서 압력이 제거됨으로써 비로소
진술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다. 기억이 가장 생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최초 조사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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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은 정보가 기억이 흐려졌을 것으로 보이는 추가 조사 시에 더 자세하게 드러난
다는 점은 의심의 이유가 된다. 하지만 피암시성의 문제가 기억의 변형만이 아니라 압력
으로 인하여 보고에 영향을 주는 문제까지 포함한다고 보면, 사후적 구체화가 설명 가능
해지게 된다.

2) 혼동 가능성
지적장애인은 상상과 현실의 혼동, 과거의 다른 경험과의 구분 진술이 어려운 점 등
기억이나 진술이 혼동될 가능성이 검토된다. 제3자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피해자가 거짓
임을 알면서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기억 또는 진술의
혼동은 발생할 수 있다.
기억 혼동의 가능성에 대하여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이 서로 달랐던 [C-10안]의 경우
원스톱지원센터에서의 최초 진술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범행에 대해 피해자가 추가로 진
술하여 2건의 범행이 기소되었는데, 1심 법원은 최초 진술에서 나타난 범행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법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경우 기억이 혼동,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다른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악의 없이 기억의 혼동, 왜곡으로 인하여 실제 일어나지 않은 추
가 피해가 있었다고 진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이와 더불어 범행 장소
진술의 비일관성, 경험칙, 객관적 정황, 과장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전부 유죄를 선고하였다. 고소장과 최초 진술
에서 범행이 누락되었더라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범행을 추가로 진술한 이상 신빙성에
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상고심 또한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범행 장소 진술의 비일관성, 경험칙, 객관적 정황, 과장 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의심의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과거에 성폭행 경험이 있는 경우 과거 피해 경험과의 혼동 가능성이 문제되기도 한다.

피해자는 이 부분 2013.3.5. 성폭행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행당한 때와
동일한 순서(상의를 위로 걷어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였다)로 성폭행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가 중증도 정신지체(지
적장애 2급) 수준의 장애인인 특성상 과거의 다른 피해사실과 2013.3.5. 피해사실을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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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별하여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 사건 피해를 진술하면서도 다른 피해와 혼동하
여 잘못 진술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C-240]

위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도 2명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하였
고, 그 중 한 명은 장애인위력간음죄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16세인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 경부터 20번 이상 피고인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 가
해자가 여럿이고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 피해자는 각
사건을 구분하여 기억하고 진술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 피
해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범행은 서로 비슷한 장소와 유형으로 이루
어졌을 수 있다. 반복된 범행은 더 높은 가벌성과 피해를 의미하지만, 과거 피해 경험과
의 혼동 가능성이 의심되면, 다수의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를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진
다. 이 사건에서도 장애인강간 2회가 기소되었으나 장애인강제추행만이 1회 인정되어 집
행유예형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기억이나 표현에 혼동 가능성이 제기되면 신빙성은 떨어지게 되며, 다른 경험
과의 혼동이 의심될 때에는 진술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다 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받
기 어렵다. 구체성과 명확성은 상상이 아닌 경험에 따른 진술임을 반증하는 요소인데,
다른 경험이 있다면 그 경험에 기하여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억의 혼동은 정도의 차이일 뿐 지적장애인이 아닌 성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
고, 기억의 혼동인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추측에 불과하고 이를 입증할 방법은 없
다. 기억 혼동 가능성은 다른 판단 요소들로부터 독립적으로 판단되기는 어려우며 다른
요소들에 대한 의심에 덧붙여지는 역할을 할 뿐이다. 결국 혼동 가능성은 피해자의 진술
에서 다른 신빙성 요소들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존재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기억 혼동 가능성은 판단의 근거라기보다는 판단
의 결과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법원의 경험칙상 합리성의 판단이 기억 혼동 가능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법원이 ‘성폭력 피해를 여러 번 보고하는 지적장애여성은 과거 피해
경험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면서 강력한 입증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혼
동 가능성에 대한 의심으로부터만 비롯된 것은 아니다. 이는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 경험
을 ‘있을 법하지 않은 일’로 보거나 또는 피해자의 장애가 성폭력의 원인이라고 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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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과 분리하기 어렵다.

(6) 무고 가능성
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거나,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피고인
을 무고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해자가 그 영향을 받아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피
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을 때에도 주요 부분의 일관성, 구체성과 함께 무고 가능성이 검토된다. 다
른 범죄에서도 무고 가능성은 신빙성 판단의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 가능성은 다른 종류의 사건에서보다 더 자주 검토된다. 이는 여성의 성적 주체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남성 주도의 이성애적 섹슈얼리티 각본을 실천한 남성의 관점에서, ‘합
의에 의한 성관계’ 이후 무고 당할지도 모른다는 만연한 우려를 반영한다.
유죄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의 동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신빙성 인정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다. 다음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의 가족들에게도 무고 동기가 없다고 보았다. 신고 이후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금전적 대
가를 요구한 바도 없고, 피고인의 거주지도 알지 못하는 정황 등을 볼 때 허위 신고로
써 피해자 측이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위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대가나 합의금을 요구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현재까지 그 지하방
에 살고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등 신고 경위 및 시기,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
어 보면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
위진술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C-518, 1심]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발고가 어려운 때에는 무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
가된다. [C-73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이다. 피해자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신
고 이유에 대하여 ‘고등학교 2학년 때 신고하지 말라고 하여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는 너무 충격이 컸고, 신고하지 않으면 또 건드릴까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동시
에 피고인의 범행이 탄로되면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질 것이고 남동생이 피고인과
같이 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두려움과 걱정을 내비쳤다. 1심 법원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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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닥칠 상황을 예상하고 두려워하면서도 범행을 신고한 경위를 살펴보면 무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다. 이상의 사례와 같이 허위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가 어떤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 않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처벌로 피해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은 낮게 평가된다.
그런데 지적장애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나타나는 특이점은 무고 가능성이 피해자
의 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와 연관된다는 점이다. 그럴듯한 허위 진술이 가능하려면 피해
자에게 거짓으로 꾸며낼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적장
애인으로서 지적 능력이 낮다고 평가될 때에는 피해자가 특별히 꾸며대는 성향이 있지
않은 이상은 무고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로서는 갑자기 피고인 이OO을 무고할 만한 아무런 까닭이 없고, 피고인 이OO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서 진술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하는 점(피고인 이OO은 ‘그럼 피의자가 하지 않은 일을 정OO이가 했다고 하면
서 꾸며서 진술하는 것인가요.’라는 경찰의 질문에 ‘그 아이 상태로 보면 그 정도 머리 돌
릴 상태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C-2]

위 사례에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정도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는 점이 무고 가능성 없음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
다. 또한 [C-195]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호자와 피고인 사이에 진행되는 민사 문제
를 유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가 피해자를 사주하여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을 가
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에게 무고
동기가 없고, 피해자와 같은 지적장애인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1시간 정도만 이야기
하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특징이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 표정으로 쉽게
드러나게 되나 피해자에게는 이 같은 허위 진술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제
3자의 사주로 허위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에게 허
위 진술을 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무고보다는 외부의 영향이나 혼동 가
능성이 더 문제가 된다.
반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이 인정될 때에는 발고 당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의심되기도 한다.

- 274 -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임신당한 이유를 추궁받다가 어머니에게 자신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
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 [C-179, 항소심]

위 사례에서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이기는 하나 일반 고등학교를 다
니는 등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발고 경위를 보건대 임신 사실이
어머니와 이모에게 발각되어 추궁을 받게 되자 처음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에게
서 집단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진술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 바, 변명 과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면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
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
성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허위 진술로써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때에는 허
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신빙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볼 수 있다. 다만 허위
진술은 외부의 영향이나 혼동과는 달리 피해자가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는 상태이기 때
문에 지적장애인의 지적 능력의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 지적 능력이 낮은 것으로 보이
면 허위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외부의 영향이나 혼동에 의한 진술인지를 살피게
되는 반면,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다고 평가될 때에는 외부의 영향이나 혼동 가능성
은 낮아지기 때문에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더 많이 의심된다.
지적장애여성에게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 피해자의 허위 진술 가능
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비장애여성에 대한 의심과 유사해지
는 경향을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이 성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 상에 부합하지
않을 때 법원은 피해자가 고의로 허위 진술을 할 가능성을 의심하게 된다. 이때 만일
피해자 측의 합의 시도, 합의금이나 공탁금 수령 또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은폐함으로
써 얻는 이득 등의 정황이 나타나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
은 더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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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1) 피해자의 신빙성 판단의 논리
성폭력에 대한 만연한 불신과 피해자에 대한 비난, 목격자나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
부분인 성폭력 범죄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상세하게 검토된다.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때에는 성폭력 사건에서 주
로 의심되는 허위 진술의 가능성에 덧붙여 지적 능력으로 인한 기억 및 표현 능력의 제
한, 외부의 영향 및 기억의 변형 등이 문제된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 하
더라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증명이 요구되지만, 그렇다고
하여 비지적장애 성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처벌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서는 지적장애의 특성을 살피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무력화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장애특성 고려 또는 피해자 보호와 피고인의 방어
권 보장을 적절히 형량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의 태도를 종합하여보면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주로 고려하는 6가지 요소로서 일관성, 구체성 및 명확성,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외부의 영향 또는 기억 변형 가능성, 무고 가능
성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로 일관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비일관된 진술이 나타나더라도 범행 방법, 내용,
범행 당시 정황 등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에 있고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
성이 있으며 무고 가능성이 없다면 진술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신빙성을 인정한다. 설
령 주요 부분에서 번복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술을 변경하게 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
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다. 진술 변경의 이유가 적시되지 않을 때 법원에 따라서는
세부 내용의 번복이 있더라도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비하여 번복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을 인정하는 사례는 진술의 번복이 피해자의 지적 능력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설명하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로 구체성 및 명확성으로서,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세부
내용까지 묘사하고 있고, 사건, 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를 포함
하고 있으며,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진실한 진술일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술이 어려운 것

- 276 -

으로 보이는 때에는 피해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적 능력
에 비추어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
이면 신빙성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에 대한 판단
은 법원마다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구체성 및 명확성의 판단은 경험과 상상의 혼동, 허
위 진술의 배제에 도움이 되지만, 피해자가 첫 성폭력 경험인 때라야 이 같은 취지가
달성된다는 한계가 있다. 과거에 성폭력 경험이 있다면 과거의 경험과 혼동할 가능성이
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진술할 수 있다는 의심이 뒤따른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은 피해가
다수인 경우가 적지 않아 과거 성폭력 경험이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피해 진술은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이 있을 것이 요청된다. 세부적
으로는 범행 방법 및 장소 등의 개연성, 범행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태도, 범행 후 피
해자의 태도 등이 검토되며, 전체적으로 진술 내용에 모순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 있어서도 경험칙상 합리성이 요청된다. 이 부분에서는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의 전형적 상이 경험칙상 합리성 판단에 있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는 점이 문제가 된다. 성폭력에 대한 전형적 상은 비장애 성인 성폭력 피해의 실제와도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의 현실과 차이가 크며 종종 상반된 전형
적 상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형성을 기준으로 삼는가에 따라 법원마다
판단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면 신빙성이 인정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DNA 검출, CCTV, 통화내역, 진료기록, 진단서 등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
는 증거가 발견되거나 피해자가 묘사한 범행 장소가 실제와 일치하거나 목격자 또는 피
고인의 진술에서 나타난 사실이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정황 증거 또한 그 자체로서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해석을 필
요로 한다는 점에서, 성폭력에 대한 법관의 경험칙에 따라서 서로 다른 증명력이 부여될
수 있다.
다섯째, 외부의 영향 또는 기억 변형 가능성이 검토되는데, 이는 지적장애인이 피암시
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
성이 있다는 점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된
다. 주로 피해자의 지적 능력, 조사 방법, 제3자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혼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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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고려된다. 조사 방법은 질문자가 폐쇄, 암시, 유도, 반복적 질문 등을 사용하여 질
문하고 피해자가 이를 긍정하거나 반복하는 방법으로 대답하는 경우 질문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 의심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질문에 반대되는 답변을 하거나 자발적으로 새
로운 정보를 드러내는 진술을 하였을 경우에는 신빙성이 향상된다. 조사 및 신문 과정에
서의 피암시성이 문제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피해자의 장애만이 아니라 부적절한 조
사 및 신문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빙성이 손상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조사 및 신문
방법에서 야기된 신빙성의 훼손은 사후에 회복되기 매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혼동 가
능성은 그 자체로서 입증되기 어렵고 다만 의심될 뿐이어서 신빙성을 판단하는 근거라
기보다는 신빙성 판단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무고 가능성이 있는지가 검토된다. 허위 진술 시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인에게 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무고의 사유가 있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도 무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 강한 편이다. 또한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의 문제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과도 연관된다. 어느 정도의 지적 능력이 있어야 허위 진술을 할 수 있을 것
이므로 지적 능력이 낮다고 평가될 때에는 무고 가능성보다는 외부의 영향이나 혼동 가
능성을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지적 능력이 높은 때에는 무고 가능성이
의심된다.

(2) 성적 존재로서의 장애여성의 신빙성
장애여성을 무성적 여성과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으로 나누는 이분법은 성폭력 규제법
과 법원의 판단에 반영되고 있다. 무성적이고 순결한 존재일수록 법의 보호 영역에 편입
되기 쉽다. 무죄 판결에서 법원이 지적장애여성의 장애 정도와 더불어 주요하게 고려하
는 또 다른 요소는 지적장애여성의 성에 대한 이해도인데, 성에 대한 이해도는 피해자의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성교육 경험이나 성경험, 임신 경험, 성폭력 경험 등을 통하여
도출되고 있다. 지적장애여성은 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가 낮고 성경험이 없을 때
장애인 성폭력의 진정한 객체로 인정받기가 더 수월해진다.
문제된 사건이 피해자에게 최초의 성적 접촉 경험일 때, 과거 성폭력 피해가 없었을
때, 피해여성은 신빙성을 인정받기가 좀 더 수월하다. 성에 무지하고 순결한 존재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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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성적인 여성’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인정받는다. 성경험이 없으므로 성폭력 피해를 다른 사실과 혼동할 위험이 적고 지적 능
력이 낮아 경험하지 않은 것을 꾸며낼 우려도 적다고 여겨진다. 반면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으로 분류된 피해자는 좀처럼 신뢰받지 못한다. 과거의 다른 성관계 경험과 혼동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한 뒤 무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뒤
따르는데, 공소제기된 성폭력 사건을 통제할 수 없는 섹슈얼리티의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는 인식이 그 근저에 깔려 있다.
성관계 경험이나 성폭력 피해 경험을 성에 대한 이해 능력으로 보는 법원의 태도는
소수의 중증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성폭력 피해만을 인정하겠다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 장애여성은 전 생애에 걸쳐 반복적으로, 여러 명에게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 많은 범행이 처벌되지 않은 채 남게 될 위험이 있다.
성관계의 의미를 모를 정도의 ‘고도의 장애’를 요구하면서 성폭력 경험을 ‘성관계의 의
미 이해’로 해석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면, 2회 이상 성폭력을 경험한 장애여성은 성폭력
피해자로 인정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는 곧 반복적으로 피해에 노출되는 장애여성에 대한
범행을 더 수월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장애여성의 이분법 하에서 성적 경험이나 이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지적장애여성은
쉽게 무성적 여성에서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으로 이동한다. 피해여성이 어느 집단으로
분류되었는가 하는 점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성적 이력이 진술의 진실성
을 판단하는 정보로 활용되면, 지적장애여성은 피해 사실을 꾸며낼 능력이 없는 여성과
꾸며낼 능력이 있는 여성으로 구분되기보다는 꾸며낼 능력이 없는 여성과 거짓진술을
하는 여성으로 양분되기 쉽다. 피해자의 성적 이력 정보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밝힌다
는 명목 하에 재판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일 경우 피해
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366)는

366) 대법원 2012.5.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
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하다. 이러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
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
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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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맞물려, 진술의 신빙성을 반박하는 자료로 사용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
려움이나 성관계를 원치 않았음을 주장하였더라도 음식, 용돈이나 차를 얻어 타는 정도
의 대가로 성관계를 허락하는 장애여성, 별다른 저항도 없이 남편이 아닌 남성과 성관계
를 갖는 장애여성, 성관계를 좋아하며 다수의 남성과 성관계 경험이 많은, 남성에게 관
심이 많은 장애여성으로 재현되면, ‘정신연령은 아이와 같지만 성적 발달은 성인이어서
과도한 성욕을 드러내고 그래서 통제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의 특성’이 강조되면서 ‘과도
하게 성적인 여성’의 범주로 분류된다. 이때 피해자의 두려움과 원치 않음은 불신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한 온라인 채팅을 통한 만남 유형의 사건에서 이와 같은 불신
은 더 자주 발견된다. 제3장의 판결 현황에서 본 바와 같이 온라인으로 알게 된 피고인
과 만나 간음, 추행이 발생한 사건은 4건 중 1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특히 피해자가
개설한 채팅방에 피고인이 들어가 만나게 되었을 경우 피해자는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고 성적 자기결정 능력도 있을 뿐 아니라 금전적인 이득이나 성욕 해소 등의 목적에
서 자발적으로 남성을 찾은 것으로 간주되곤 한다. 이러한 판단에서는 만남에서의 자발
성이라는 요소가 더 중시되어 만남 이후의 강제력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만남 당시에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존재하였다면 화간으로 추정하는 경향이 판결에 나타나는데, 이는
마치 혼인 관계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일종의 일반화된 동의’를 추정할 수 있다고 보는
아내강간에 대한 가정367)과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
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만났다면 이는 성관계에 대한 자발성이자 동의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해당 피고인과의 성관계가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가 예측한 범위 내에 있을 것이므로 처벌이 필요할 만큼 심각한
행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채팅방의 개설은 여성의 성적 ‘난잡함’의 증거가 된다.
‘여러 차례 채팅방을 만들어 불특정 남성들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났다’는 점은 성폭력
성립을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
이렇듯 피해자의 성적 이력은 장애여성의 이분법 중 피해여성이 어느 칸에 배당될 것
인지를 결정하는 데 기여한다. 성폭력 피해여성에게 적용되는 강간신화는 이러한 이분법
적 판단에 일조한다. 강간신화는 궁극적으로 성폭력 피해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향해
있다. 장애의 정도가 ‘정상’의 범주에 가깝다고 평가될수록 장애여성은 거짓으로 성폭력
367) 수센 에스트리치, ｢법 앞에 불평등한 여성들｣, 1995[1987], 171쪽; Robin West, “A Comment
on Consent, Sex, and Rape”, Legal Theory 2(3), 1996,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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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주장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는다. 거짓 주장에 대한 의심은 지적장애여성의
진술 능력에 대한 불신,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이라는 이미지를 통하여 더욱 강화된다.
장애여성의 이분법 하에서는 성적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장애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성폭력으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에게 요구되는 만
큼 저항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무지하고 무력해야 한다.

(3) 법원의 ‘경험칙’과 피해자의 신빙성
일반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은 범행 전부터 범행 이후까지 성폭력의 전 시점에 걸쳐
서 자신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었을 것이 요구된다. 피해여성은 범
행 장소에 따라가거나 직접 찾아가서는 안 되고, 끌려갔다면 저항했어야 한다. 성적 접
촉에도 일관되게 저항이 있었어야 하며 탈출하고자 시도하여야 하고, 곧바로 신고할 것
이 기대된다. 만일 강하게 저항하지 못하였다면 저항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장애여성인 때에는 성폭력에 대한 가정이 다소 달라진다. 장애인 성
폭력 범죄의 대표적인 조항인 장애인준강간죄가 가정하는 전형적인 성폭력은 ‘성에 대해
무지하고 무력하며 무성적인 장애여성이 성적 접촉의 의미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방의 성적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는 판단 능력도 없어야 하고
성에 대한 이해도 없어야 한다. 장애여성이 ‘피해자다움’에 부합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더 중한 장애를 입증하는 일이다.
피해자의 태도에 대한 법원의 의심은 ‘중한 장애’로 상당부분 설명가능하다. 성관계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것, 성폭력 피해 후에도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찾아갔다거나
피해 후 같이 식사를 했다거나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 등
피해자가 비장애인이었다면 의심의 요소가 되었을 태도들은, 피해자의 지적장애가 중하
다는 것이 입증되면 대부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적장애로 인하여 성폭력에 대하여 인
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이 성적 피해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무지하고 순결한, ‘무성적인 여성’의 범주에 있을 때 좀 더 범죄가
성립하기 쉬운 것은 법원이 무지한 피해자를 덜 의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과거 성경험이 있었거나, 지능지수나 일상생활 능력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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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해자의 장애가 그렇게 중하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면 비장애여성에게 적용되는
전형적 상은 고스란히 장애여성에게도 적용된다. 피해자의 장애는 비장애여성에 대한 전
형성의 작동을 완화시켜줄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전제를 충족할 때에 한해서이다. 지적 능력이든 성적 경험이든 간에 피해자가 성
적 주체로서의 면모를 보이게 되면 장애여성은 곧바로 비장애여성에게 가해지는 의심에
노출된다.
그러나 성폭력의 전형적 상은 그야말로 비전형적이다. 성폭력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들
은 성폭력 피해자다움이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입증해왔다. 이중적인 성규범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성폭력은 성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남성의 시선에서 정의된다. 사회적으로 성폭
력은 비정상적인 섹슈얼리티의 일종이고, 병리적인 소수의 남성이 가하는 범죄로 간주된
다. 때문에 모르는 사람의, 폭력에 의한, 성적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젊고 예쁜 여성에
대한 어두운 야외에서의 성폭력과 극도의 저항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된다. 남성들의 일상
적 섹슈얼리티 경험은 성폭력으로 명명될 수 없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상대 여성이
과민하였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시각은 다른 모습이지만 그것이 남성 섹슈얼리티의 정상성
내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마찬가지이다. 장애여성이 피해자성을
인정받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무성적인 존재, 성적 매력이 없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역시 ‘정상적인 남성이라면 하지 않을’, ‘불쌍한 장애인에 대
한 금수만도 못한 짓’으로 이해된다. 이런 동정적 시각은 장애여성이 ‘불쌍한 장애인’의
범주 내에 머무를 때에 한하여 유효하다. 장애여성이 성경험이 있어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으로 인식되면 성폭력은 성폭력으로 이해되지 않고, 장애여성이 성적으로 이용당하
는 것은 장애여성의 성적 특성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된다. 반복적인 성폭력
피해는 장애여성에게 드문 일이 아니지만 피해 보고가 반복되면 과장으로 여겨진다.368)
법원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 없이 판단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원은 상
식, 통념, 경험칙이라는 이름으로 성폭력에 대한 전형적 상을 수용한다. 법조인 인식조사
에서도 나타났듯369) 성과 성폭력에 대한 법조인의 통념은 일반인의 상식과 별반 다르지
368) Jennifer Keilty and Georgina Connelly, “Making a Statement”, 2010, pp.281ff.
369) 김지혜,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과 피해자 보호”, 2007. 이 논문 제2장 제1절 ‘2. 성폭력에 대한
법의 태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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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판결문에 제시되는 경험칙의 내용 역시 그러하다. 일반인의 상식에 ‘부합’하는 경
험칙상 합리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한다.
비일관성, 구체성 및 명확성의 결여, 경험칙상 합리성 없음,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지
않음, 혼동 가능성, 무고 가능성 등의 요소는 일견 피해자의 진술 능력의 한계 또는 거
짓 진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그 요청되는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단순히 ‘객관적’
사실의 존부를 확인하면 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와 같은
판단 요소들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단지 사실의 ‘확인’만
이 아니라 법원의 ‘해석’이라는 과정이 개입된다.370) 그런데 해석자로서 법원이 갖고 있
는 성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정한 전형적 상이 실제 피해 상황과 동떨어진
것일 때 법원은 일관성이나 구체성, 경험칙상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혼동
가능성, 무고 가능성 등 각 요소 모두에서 피해자를 의심할 수 있다.
‘피고인이 무서워서 저항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무섭게 하지는 않았다’고 하
는 지적장애여성의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평소 태도와 두 사람의 평소 관계,
피해여성의 사회적 조건과 과거의 경험, 피해자가 사용하는 언어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
로 살펴볼 때 서로 양립 가능하고 일관된 진술이 될 수 있다. 과거에 피고인이 제3자에
게 폭력적인 태도를 취한 것을 피해자가 목격하여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성적 요구 당시 피고인의 거친 태도가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야기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단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거나 욕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서 ‘무섭게 하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두려움이
피해자에 대한 물리적 폭행이나 해악의 고지 등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는 법관은 피해자
의 진술이 경험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일관되지도 않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하여서 또는 거짓 증언을 하여서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 증언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법관이 가진 경험칙에 어긋나면 피해
자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평가에 이르게 된다. 각 판단 요소들에서 의심되는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피해자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에 대한 부적절한 시각이
모든 판단 요소에 대한 의심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문제는 법관이 장애여성 성폭력 또는 성폭력 피해 장애여성에 대해 갖고
370) 양현아,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交感)을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서울대학교 법
학 제47권 제3호, 2006,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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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각이나 이해의 정도와 분리될 수 없다.

(4) 지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의 문제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진술 능력의 한계가 주
된 원인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한계의 상당 부분은 수사 및 재판 기관과 지적장애인
간의 상호적인 소통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질문의 환경, 질문에 사용되는 표현이
나 문장, 태도는 지적장애인의 진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질문에 대한 지적장애인의
답변은 진술자의 이해와 의도에 맞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
성을 기각하는 여러 판례에서, 문제는 단지 수사 단계에서의 부적절한 조사 기법이나 피
해자의 거짓 진술 또는 미약한 진술 능력만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 지적장애 피해자에
대한 이해에 기반을 두고 있지 못하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재판 과정에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피해자 진술에 대한 해석과
지적장애 피해자가 증인으로 소환되었을 때의 증인신문 방법의 문제이다. 법원은 피해자
가 지적장애인인 경우 비장애인과 같은 수준의 진술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재판 결과
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요구되는 엄격한 증명책임의 정도를 완화한다. 그러
나 증명책임의 정도를 완화하는 예외를 적용함으로써 신빙성을 인정하는 것과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술로부터 최대한의 피해 경험 진술을 발견해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상호적 소통의 한계는 지적장애인의 진술이 충분한 입증을 하기에는 진술 능력이 떨
어지고 일관성이 없으며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어지기 쉽다. 예컨대
들은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반향어 경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할 때, 피해자의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 자체가 증거로서의
가치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지적장애 피해자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일반
적인 의미와 다를 때, 피해자 특유의 용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될 수 있다. 지적장애 피해자가 질문에 사용된 추상적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질문의 일부에 대해서만 답을 내놓을 때, 법원은 그 일부의 답변을 질
문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의문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지적장애 피해자
가 ‘왜’라는 질문의 의미를 몰라서 묵묵부답할 때, 법원은 이를 무고의 징표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게 된다. 유사한 내용의 질문들에 대해 지적장애 피해자가 각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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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을 내놓을 때, 법원이 각 질문이 지적장애인에게 어떻게 다르게 이해되었을지 탐색
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피해자의 비일관성이자 진술 능력의 한계로만 비춰지게 된다.
지적장애 피해자의 답변의 내용뿐 아니라 질문의 내용과 방법이 피해자의 답변에 미
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진실
성 있는 진술만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내용은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고 단지 증명
책임의 완화라는 예외를 적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신빙성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이다.

(5) ‘일반적 장애 특성’의 한계
장애여성 성폭력이 적절히 처벌되지 않는 문제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재판의 필요
성을 제기한다. 비장애 성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판단 역시 법원의 편견을 반영하고
있지만, 비장애 성인 여성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저항이나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장애여
성에게는 더욱 어려운 일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장애로 인한 저항의 어려움이
나 피해 진술의 한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것이 요청되기도 한다. 장애에
대한 의료적 설명은 법원이 장애 특성을 반영한 재판을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예컨대 성폭력 규제법의 형성과 법적 판단의 근간이 되는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
인 경험칙은, 성폭력 피해 여성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가 존재한다고 본다. 그런
데 장애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전형적 상에 대하여 의료적으로 설
명된 장애 특성을 들어 대응할 수 있다.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저항하
지 못한 근거로서 ‘자기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게는 위압감을 느끼고 누가 시
키지 않아도 이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을 지적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으로 자주 인
용한다. 이러한 분석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저항하였을 것’이라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정을 반박하는 데에는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의학의 권위를 얻은 장애의 설명은 장애여성 성폭력의 또 다른 전형적 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하다. ‘원치 않았다면 당연히 저항하였을 것’이라
는 비장애여성 성폭력의 전형적 상에 대한 반박은, 장애여성과 성폭력을 둘러싼 관계와
맥락이 아니라 ‘복종 경향’이 피해자가 가진 ‘장애의 특성’이라는 설명을 통하여 행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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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런 논리에서는 지적장애여성이 ‘장애 특성’에 따라 ‘쉽게 위압감을 느끼고 절
대적으로 복종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거부 표현을 하다가 저항을 그만두었
다면, 이 또한 ‘장애인 피해자답지 않다’거나 ‘장애가 가볍다’는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
장애가 장애여성의 삶이나 성폭력의 구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는 것은 중
요하지만 장애여성의 ‘일반적 장애 특성’을 발견하여 비장애여성의 전형적 상에 부합하
지 않는 장애여성의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장애여성의 어떤 태도가 개인의 손
상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장애여성이 성폭력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을
보기 어렵게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관계, 강요나 착취적인 유인, 기타 요소들로 인
해 저항을 포기하였거나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감수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복종
경향’이라는 설명은 오직 피해자가 지적 능력이 낮기 때문에 순응한 것이라고 추측하게
한다. 그 결과 법원의 판단은 피해자의 장애에 머무르게 되며, 가해자의 의도나 태도와
같은 요소들은 더 깊이 탐색되지 않는다.

제3절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을 구성하는 행위들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과 신빙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지적장애여성의 삶의 경험
및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주변 정황 등 사건의 맥락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을 구성하는 맥락이란 과연 무엇인가. 제3절에서는
판결문에 나타난 범죄사실과 인정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서
가해자의 어떤 행위가 성폭력을 구성하는지,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특성은 무엇인
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낮은 지적 능력의 이용
법이 가정하는 전형적인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의 유형은, 중한 지적장애를 갖고
있어서 성관계의 여부나 상대방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와 성관계
를 갖는 것이다. 중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본인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전혀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느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
어 상대방의 행위의 성적 본질을 판단하지 못한다. 때문에 별다른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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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거부나 저항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판결문에 피고인의 강
제력이나 피해자의 거부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고 법
관이 범죄의 성립에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피해자
의 장애가 중한 때에는 성관계를 위하여 별다른 강제력이 필요하지 않을 것임은 쉽게
예측 가능한 바이다. 그래서 이 같은 유형에 해당할 때에는, 피해자의 지적장애로 인한
진술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간음이 입증될 수 있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경향이다. 가
해자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다는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다. 가해자가 다
만 타인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데려가서 간음하는 것으로 범행이
종료된다.

피해자는 1990.10.25. 정신지체 1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능지수는 20, 사회지수는
25 정도이고, 사회연령은 3세 6개월 정도로서, 남녀가 부부로서 같이 산다거나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반면에, (…) 피고인은 피해자와 첫 번째 성관계를
가지기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그 다음 날 아침 운동을 하고 나서 귀가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혼자 산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의 집으로 따라가 성관계를 가졌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혼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원심 판시
와 같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되는 바, (…) [C-93, 항소심] (장애인준강간, 징역 1년
6월 선고)

위 사례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두 사람이 같이 살기로 약
속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아니라고 주장하였
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남녀가 부부로서 같이 사는 것의 의미,
성관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
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알고 피해자의 집 열쇠를 갖고 다
니면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에게 중한 지
적장애가 있을 경우 피해자는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주변에 알려 피해를 중단시
킬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3자가 범행을 목격하거나 피해의 흔적을 알아
차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범행이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범행이 반복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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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임○○(여, 20세)는 지능지수 45 이하인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0.5.28. 16:40경 서울 송파구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와 대화하는 과정에 피해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호 다마스 화
물차 조수석에 탑승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서울 송파구 ○○동 소재 ○○아파
트 놀이터 앞 주차장으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하고, 화물차 뒤칸으로 자리를 옮겨 피
해자의 하의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C-205] (장애인준강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범행은 마치 일상생활의 일부인 듯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난다. 지적장애 피해자를 유
인하는 것은 대개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다. 가해자는 위 사례에서처럼 먹을 것을 사주
겠다고 하거나, 용돈을 주거나, 집이나 애완동물을 구경시켜주겠다고 하거나, 휴대폰을
사준다고 하는 등 지적장애여성의 관심을 끌 만한 조건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별다른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도 없이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처음 만난 지 약 1주일 후에 다시 만나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특별한 거부 없이 피해자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고인이 별다른 대가의 지급
약속 등도 없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놀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요구하는 성관계에
대하여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등 피해자가 같은 또래 청소년으로서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고, 성관계 당시에도
웃기만 할 뿐 별다른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
해자가 정상적인 인지능력과 성적 관념을 가진 청소년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였
을 것이다. [C-510] (청소년강제추행, 장애인준강간 등, 징역 2년6월 선고)

[C-510]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하다가 ‘맛있는 것을 사주고 영화를 보
여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내어 노래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다리
를 오므리는 정도의 소극적인 거부의사만 표시할 뿐” 적극적인 저항은 하지 않았다. 가
해자는 추행 후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었고, 약 1주일 뒤 위 인용 부분과 같이 피해자
를 다시 만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도망치듯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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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은 청소년인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을 표하거나 대가를 원하지 않고 성관계를
받아들인 것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하
고 있다. 비장애 성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여 호의를 베풀 때 경계심을 가질 수
있고 아는 사람의 이유 없는 접근에도 의심을 품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호의를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적장애인은 그와 같은 경계를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낯선 사람이
라도 대화를 나누면서 금세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나아가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
우 유인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그러한 면에서 지적장애는 그 자체로서 저항의
어려움을 내포한다.

2. 가벼운 강제력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사리분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한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적장애의 정도는 매우 중한 수준에서부터 ‘경계
선’371) 범주라고 불리는 지능에 이르기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그리고 비슷한 정도의 지
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사람 사이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른 지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장애인 성폭력에는 단지 성관계에 대한 판단을 전혀 할 수 없는 여성만이 아니라
좀 더 가벼운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하여 발생하는 성폭력의 문제까지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유인이나 성적 접촉에 대하여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가
해자는 강제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다. 반면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인식은 없지만 가해
자의 신체적 접촉을 거부하거나,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고 성관계를 원하지 않아서 가
해자의 성적 접근을 거부할 경우 가해자는 강제력을 사용하여 거부를 억압하기도 하는
데, 그와 같은 경우라도 사용되는 강제력의 정도는 비장애여성에 대한 것보다 더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은 2009.2.13. 14:30경 인천 ○○구 ○○동 소재 피해자 정○○(여, 18세)의 집 앞
노상에서 2급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멈추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 서서 그녀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벗겼다. 이에 피해자는 바지를 붙잡고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371) 지능이 지적장애 3급보다 높고 ‘정상’ 범주보다는 낮은 것을 말한다. 지능지수 71~84에 해당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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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야 하니 하지 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뒤에 선
채로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
다. [C-95, 항소심] (심신미약자간음, 징역 3년 선고)

강한 강제력이나 저항이 나타나지 않는 사례에서 피해자는 한두 번 싫다고 말하거나
옷을 벗기지 못하게 손으로 잡고 있거나 우는 정도의 저항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대하여 가해자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거나, 옷을 억지로 벗기거나, 무서운 표정
을 짓거나, 몸으로 누르거나,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정도의 강제력을 사용하고도 간음
에 이른다. 지적장애여성이 타인의 의사를 거스르는 데 익숙하지 않을 때, 지속적으로
저항을 하기보다는 한두 번 거부 표현을 하였다가 그것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
으면 저항을 단념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지적장애 피해자가 할 수 있었던 최대한의 저
항이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를, “그곳을 도망쳐 나와 모텔 프론
트 직원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을까요”라는 질문에 “만약에 제가 나간다면 오빠가 못나
가게 때리거나 문을 잠글까봐요”라고 진술하였다. [C-1575] (장애인준강간, 사기, 징역 2
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인터넷 채팅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수차례 만나왔고, 만날
때마다 성관계를 하였다. 유죄가 선고된 범행 당일에 가해자는 피해자를 만나 위치 추적
이 된다는 이유로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하고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서, 피해자가 “너
무 아프니 하지 마라”고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욕실로 밀어 넣
어 씻도록 하고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단지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데 그쳤다. 모
텔에서 도망치거나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때리거나
문을 잠글지도 몰라서라고 답하였다. 실제로 가해자가 때리거나 문을 잠그지 않았더라
도, 피해자는 맞거나 감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저항의 정도는 약화된다.
위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지적장애여성의 거부 표현은 가해자에게는 너무 가벼운 것이
어서, 간음을 계속하는 데 유의미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이때 피해자의 저항은 억압
된다기보다는 무시되는 데 가깝다. 때문에 법 해석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장애인위력간음
죄의 ‘위력’에 해당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의 거부 표현을 무시하고 간음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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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할 수 있었던 ‘위력’의 존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는 성관계를 가해자가 감행하였음에도 가해자
는 처벌을 면할 수 있다.
가해자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사용하는 대신 심리적인 부담을 야기하는 방법을 사용하
기도 한다. 앞서 ‘반복적이고 집요한 요구’에 의한 간음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가해자는
지적장애여성을 협박하거나 폭행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끈질기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시
도한다. 수십 차례 전화를 하여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거나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
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한다. 상대방에게 순응할 것을 독려하는 장애여성
교육의 결과, 지적장애여성은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
여야 할 것 같은 압박을 느끼고 성관계를 묵인하게 된다.
가해자의 집요한 요구의 결과로 성관계에 이르렀을 때, 가해자의 강제력이나 피해자의
저항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도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했다’는 식
으로 상황을 이해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가해자 또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장애인
성폭력 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주요 항변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하
였다는 것이다. 이는 단지 재판에서의 효율적 방어를 위한 거짓일 수도 있지만 피고인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때의 합의란 여성의 동의, 상호적 합의가 아니라 여성의 저항 없음을 의미
한다. 가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가 가벼운 거부 표현만을 하다가 거부를 중단하였
거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성관계를 묵인하였을 때, 가해자는 이를 성관계에 대한 동
의로 해석하고자 한다. 남성중심적인 이성애 섹슈얼리티 각본에서 성관계는 ‘남성이 하
는 것’이고 여성은 성관계의 대상이자 장소가 될 뿐이기 때문에, 여성이 원하지 않았다
는 것은 가해남성에게 중요하지 않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지만, 저와 성관계하는 것이 좋
아서 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C-695] (심신미약자간음, 장애인위
력간음, 무죄 선고)

성관계에서 폭력성이 폭력이 아니라 성적인 것이고 어느 정도의 폭력성은 수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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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고 보는 관념 하에서는, 거부의 무시, ‘다소 거친’ 행동, 집요한 요구는 성관계로 나
아가는 과정이고 성적 쾌락을 강화하는 수단일 뿐 타인을 침해하는 폭력이 아니라고 여
겨진다. 그에 따라서 강간죄의 성립을 위한 폭행, 협박은 가해자의 강제력 자체보다도
여성의 극도의 저항을 통하여 재확인될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력이 대체로 비장애여성에 대한 것보다 더 가벼운 것은 굳
이 강력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저항을 억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폭행이나 협박도 지적장애 피해자에게는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최협의’의 폭행,
협박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므로,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범죄에서 강간죄 사건과 위력
간음죄 사건에서 사용된 각각의 강제력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비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서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비동의간음이 범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비장애
인에 대한 강간죄의 폭행, 협박의 정도를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요청 또한 이와
같은 유사성에 기여한다. 강간죄와 위력간음죄는 장애인이 피해자인 때에는 법정형에서
만 차이가 있을 뿐 둘 다 범죄가 성립되고 양형기준도 동일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강제
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저항이 현저하게 곤란해졌음이 입증가능한 한, 구체적 사건에서
두 범죄의 구별은 법정형을 제외하고는 큰 실익이 없다.

3. 폭력이 아닌 성관계라는 인식의 유도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의 부재는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저항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범행이 발각될 가능성을 떨어뜨린다. 지적장애여성은 상호적인 성관계가 무엇인
지, 대등한 성적 주체로서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우거나 경험할 기
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적 행동이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 성폭력
을 침해이자 폭력으로 명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관계를 원치 않음’이 상대방의 행동
이 부당한 것이고 비난 가능하며 거부해도 된다는 인식, 사회적 규제가 가능하다는 인식
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만 14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피
해자에게 ‘사랑이란 성기를 빨아주고, 성기를 삽입하여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기
도 하였는데, 피해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주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피고인과 사랑을 하였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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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피해자는 성에 대한 기초적인 인식이나 관념이 없거나 희박하여 성적자기결정능력도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1245]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준강제추행, 징역 4년 선고)

가해자는 한 달 남짓의 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차량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고, 같은
기간 동안 역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친구를 차에 태워 추행하였다. 가해자는 만
14세의 피해자에게 구강성교와 성기 삽입 성관계를 갖는 것이 곧 ‘사랑’이라고 인식하도
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성적 행동을 정상화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성관
계가 ‘사랑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있어 엄마는 자신을 잘 보살피
지 않고 혼을 잘 내고 함께 생활하지도 않지만 아빠는 늘 함께 지내며 자신을 보호하고
돌봐주는 사람으로 지각되고 있고, 성관계가 아빠라고 불리는 동거남과의 관계를 더욱 친
밀하게 해주고 자신이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등 성
폭력과 친밀감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성관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오빠라고 불리는 다른 남
자들과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반복하며 성관계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욕구충
족의 도구가 되고 있고, 아빠가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라는 인식이 없어 함께 살지
못할 것을 불안해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아빠가 경찰서에 있다는 죄책감마저 느끼고 있는
사실 (…) [C-330, 항소심] (장애인준강간, 미성년자유인, 징역 3년6월 선고)

위 사례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와 불화를 겪
고 있었다. 의붓딸인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 간음은 피해자의 어머니인 사실혼 아내와 동
거 중인 상태에서부터 시작되어, 나중에는 집에서 피해자만 데리고 나가 함께 살면서 피
해자를 간음하기에 이른다. 간음은 피해자가 14세 때부터 약 4년 간 지속되었다. 피해자
는 성관계를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성관계를
친밀성과 동일시하였다. 또한 다른 남성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반복하
고 있었다. 어머니와 분리된 지적장애 미성년의 피해자에게, 의붓아버지는 자신을 보호
해주며 갖고 싶은 것을 사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의붓아버지는 피해자
에 대한 보호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성관계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였고, 반복된 간음으로 임신한
피해자를 돌보지 않아 피해자는 공장 화장실에서 출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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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이라는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반복되는 성폭력 경험은, 지적장애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곧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성관계 규범으로 이해하도록 만든다. 실제로 위
[C-1245] 사례에서처럼 가해자가 성적 착취를 사랑이라고 믿도록 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성적 요구를 수용하는 지적장애여성의 태도는 보상을 통하여 강화된다. 착취적 관계는
정상화되며 성폭력은 반복되지만 지적장애여성은 그것을 피해로 인식하기 어렵다. 성적
피해를 ‘자연스러운 성관계’로 이해하는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이 형성되면, 피해자에게
성적 자율성의 발현이란 기껏해야 상대방의 성적 요구를 단지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지나지 않게 된다. 상대방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일 때 기분을 풀어주기 위하여 자
신의 성을 이용하는 태도조차 성적 순응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이지 성적 자율성의 실
현이나 지적장애여성의 권력이 아니다.

피고인은 (…) 같은 마을에 사는 피해자 양○○(여, 32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
(…) 피해자가 가는 길을 따라가다가 (…) 피해자에게 “5,000원을 줄 테니 한 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C-52공] (장애인위계간음, 징역 5년 선고)

다수의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성관계 이후 지적장애여성에게 돈을 준다. 지적장애인을
성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인식에 따른 일말의 양심적 가책에 대한 보상이거나 다른 사람
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지 말라는 약속의 대가인 경우도 있고,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는 유인 또는 거래인 경우도 있다. 대가의 지급은 지적장애여성에게 성관계에 대한
보상이 된다. 돈을 지불하는 가해자들은, 지적장애여성이 성관계를 돈을 벌 수 있는 수
단으로 인식하도록 만든다. 한편 금전의 수수는 피해자를 판단 능력이 있는 거래의 일방
으로 보이게 하고, 장애인 성폭력과 성매매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그러나 비장
애여성의 성매매에서도 여성의 ‘자발성’은 문제적인 개념인 바, 더욱이 ‘자발적으로 성을
거래하였다’는 지적장애여성의 인식에 대한 평가는 지적장애의 고려가 더해져야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다른 사람과는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고 돈을 안 받고는 하지 않으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자신을 집으로 데리고 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는
데 피고인에게 돈이 없어 5천 원밖에 받지 않았음에도 할 수 없이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
술 (…) [C-1324] (장애인준강간,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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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피해자는 기혼 상태이면서, 남편 외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한다고 인식
하고 있다. 그런데 성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비용372)과 비교하여볼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성‘매수’의 대가로 주었다는 5천 원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여성이 착취적인
성적 요구를 ‘거래’로 혼동하도록 하고 피해여성의 저항을 어렵게 할 수단에 지나지 않
는 금액에 불과하다. 여러 건의 판례에서 지적장애여성의 성을 ‘구매’하는 행위는 몇천
원, 1~2만원 정도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 사례에서도 피해자는 5천 원밖에 받지 않
았지만 ‘할 수 없이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돈을 받고 성관계에 순응해온 피해
여성의 관행은 대가가 적더라도 ‘할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도록 한다. 여기에서 피해자
의 ‘어쩔 수 없음’은 피해자의 자율적 자기결정이라기보다는 성적 강요를 거부할 수 없
는 상태를 보여준다. 성‘매수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음식으로 피해자를 유인하
는 것과 비슷하게 성‘매매’ 대금을 ‘지불’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인하고 심리적 강제를 강
화한다. 나아가 지적장애여성은 성적 거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피고인은 2013.3.14. 03:00경 음악카페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신 손님인 신○○이 성매매
를 요구하자 그로부터 성매매 대가 15만 원이 포함된 술값 35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김
○○으로 하여금 음악카페 부근에 있는 ○○ 모텔에 가서 신○○과 성교를 하게 하여 성
매매를 알선하였다. [C-424중] (성매매알선,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위 사례에서 지적장애 피해자의 고용인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원
하여 2차를 나가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장애인준강간 방조로 기소하였으
나 법원은 장애인준강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이 사건을 성매매로 보았다. 만일 성매
매알선죄로 예비적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다면 무죄가 선고되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성관
계 도중에 아프다, 집에 가서 하자며 모텔에서 나와 도망쳐서 경찰 신고를 부탁하였지
만, 법원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능력, 상황 판단
력과 대처 능력, 의사표현능력 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의 피해자는 아니라고
보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음악카페에서 저녁 6시에서 새벽 3시까지 하루 9시간 노동
372) 2007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집결지의 성적 서비스 평균 비용은 82,251원이다. 변
화순, 윤덕경, 이미정 외, ｢2007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기획팀,
2007, 6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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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가로 일당 1만원을 받고 일할 정도로 돈에 대한 관념이 없었고, 피고인에 대하여
취약한 위치에 있었으며, 본인이 ‘성매매’의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
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성매매의 당
사자로 재현되었다. 숫자 개념, 금전에 대한 관념이나 협상력이 약한 지적장애여성은 성
‘매매’ 과정에서의 사소한 강요에도 제압되지만, 금원의 지급은 지적장애여성의 성적 이
용을 ‘거래’와 ‘자발성’으로 둔갑시키고 피고인의 처벌 회피에 일조한다. 성폭력이 성매
매의 외관을 갖게 되면, 가해자의 강제성이나 피해자의 저항의 어려움은 고려의 여지가
없게 된다.
성에 대한 왜곡된 이해의 내면화를 통하여 지적장애여성은 쉽게 성적으로 착취할 수
있는 순응적 존재로 완성된다. 지적장애여성이 폭력적 성관계를 사랑받는 것 또는 거래
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은 지속적인 성적 착취를 가장 편리하게 하는 방법이다. 앞서
제1절에서 살펴보았던 무죄 판결문들은 피해자의 저항 능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 피해자
가 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성에 대한 이해도
를 살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피해자는 삽입 성관계의 의미도 알고, 성관계를 하
면 임신한다는 것도, 피임을 어떻게 하는지도 안다. 성관계가 감추어야 하는 일이라거나
애인이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사회적 성규범도
안다. 이미 여러 번 성관계를 해보았고, 가해자가 콘돔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피임약
을 먹인 적이 있고, 성폭력으로 임신하고 출산한 적이 있고, 가해자가 성관계를 타인에
게 알리지 말라고 강요하였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지 말 것을 가해자가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알면서 많은 성관계를 해왔거나 성관계 후 돈도 받았기 때문에
지적장애여성은 폭력의 피해자, 무지하고 순결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일탈적인 성적
존재로 낙인찍히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이란, 자신이 성적으로 이용
되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성적으로 이용되는 데 대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부터 나온다.
그래서 지적장애여성이 사후적으로 그것이 폭력적인 관계였음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에서야 비로소 과거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재해석하기도 한다. 관계의 본질에 대한 재해
석이,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쉬운 지적장애인의 피암시성과 구분되지 못하면 지적장
애여성은 마치 자율적으로 동의하여 성관계를 한 뒤에 타인의 영향을 받아 그것이 성폭
력이었다고 말을 바꾸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억을 혼동하거나 허위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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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과 행위의 본질을 해석하는 문제는 다르다. 행위를 폭력으로 명명할 때라야 폭력
적 성질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당시에 성폭력적 관계에 순응하였다고 하여
성폭력으로서의 행위의 본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의존 및 권력 관계의 이용
판결문의 통계분석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대부분이 아
는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다. 동네 사람, 고용주나 직장 상사, 아버지나 친족, 친구, 선후
배 등의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지적장애여성의 장애와 사회적 자원의 부족 상
태를 이용하기가 더 수월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 의존 관계, 더 나아가 권
력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적장애여성에게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적장애여성이 가
해자에게 의존적인 위치에 있거나 가해자가 지적장애여성 또는 지적장애여성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하여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성관계를 위하여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성은 없거
나 적어진다. 성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의 역동 속에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보
면, 가해자와 신뢰 또는 의존 관계에 있는 피해여성이 ‘자유롭게 성관계를 맺을 권리’란
유명무실한 것이다.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는 권리주체가 자기결정
을 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의존 관계 및 권력
관계는 자유로운 결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위험은 법과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반영하고 있는 바이다. 성폭력처벌법은
장애인위력간음죄를 두어 위력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위력’에는 사회
적․경제적․정치적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므로 권력 관계를 이용하여 지적
장애여성의 거부 의사를 제압하고 성관계를 가지면 범죄가 성립된다. 또한 성범죄 양형
기준에서 ‘인적 신뢰 관계의 이용’, ‘친족 관계인 사람의 범행’ 등은 형을 가중하는 요소
이다.

피고인은 (…) 공장 내 2층 작업장을 제공받아 장애인 13명을 고용하여 ‘장애인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임○○(여, 29세)는 지적장애 3급으로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장애인 ○○’에서 일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장애인협회, 장애인 ○○ 등 장애인 관련 업
무에 10년 이상 종사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사리분별력이 낮고,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장애인인 특성상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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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어렵게 구한 직장의 고용주인 피고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평소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보다 일
을 못한다는 등 비교하거나, 회사에서 자른다,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얘기한다고 말하는 등
위협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C-502, 1심] (심신미약자간음, 강
제추행, 징역 5년 선고)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장애인 작업장의 고용주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용
인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약 3여 년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3회 간음하였다. 반복되는 피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도 제대로 대응
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고용불안이었다. 피해자는 해고당할까봐, 보복할까봐 어쩔
수 없이 모텔에 따라갔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성추행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찾아가 하
지 말라고 경고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 성추행 사건을 들은 후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에 상담하여 공단 직원이 피고인에게 경고하기도 하였는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구두
경고를 하는 데 그친 것 또한 해고 위험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피고인을 신고하지 않고 경고만 한 점에 대해]373) 임○○[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시 피해자가 어렵게 구한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질까 염려도 되어 좋게 넘어가려
고 했었고(법정증언), 김○○ 대리가 경찰에 신고하여 사법처리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고 조언해주었지만 그러면 피해자가 더 이상 ○○○에서 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 후
집에 갇혀 지내야 되는 것 또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김○○ 대리에게 피고인에 대
한 강력한 경고를 부탁했었다고 진술한 바(증거기록 제271쪽), 장애인인 피해자의 재취업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경고 조치만 취하고 당시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경위는 충분히 납
득할 수 있다. [C-502, 1심] (심신미약자간음, 강제추행, 징역 5년 선고)

추행 이후 몇 차례의 간음 피해가 더 있은 뒤에야 피해자의 아버지가 추가 피해 사실
을 알게 되어 성폭력 상담소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다. 부모가 딸의 성추행 피해를 수
인하면서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선택을 할 만큼 지적장애여성의 사회 활동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정신적 장애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5%에 지나지 않으
며374) 취업자의 임금도 매우 낮다. 남녀 지적장애인은 주당 37시간을 근무하며 월평균
373) 인용 부분에서 대괄호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구자가 가필한 것이다. 이하 같다.
37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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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57만 원으로, 전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수입 153만 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375) 남성보다 여성의 임금이 더 낮으므로, 지적장애여성의 월평균 수입은 54만
원보다 더 낮을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상당히 낮은 취업률과 적은 소득은 지적장애여성의 경제 활동 기회가 제한적이고 경
제적 자립도 어려움을 보여준다. 지적장애여성이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경제적 부양을 받
기 어렵다면 고용 관계는 더 큰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된다
는 것은 경제적 자립 위험의 문제만은 아니다. 직장은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사회생활
의 장소이기도 하다. 직장에서 해고되면 지적장애여성은 “집에 갇혀 지내야 되는” “감
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지적장애여성의 타인과의 관계는 단절되고, 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돌봄의 부담은 가중되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미약한 지적장애인만이 아
니라 지적장애가 없는 가족들조차도 가해자에게 강하게 대응하는 것을 고민한다. 위 사
례에서도 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가해자는 피해
자에 대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였다.
지적장애여성이 집을 나와 갈 곳이 없을 때 지적장애여성의 의존성은 훨씬 더 커진다.
분석 대상 판결 중에는 피해자가 갈 곳이 없는 상태를 이용한 범행의 사례가 종종 나타
났다. 지적장애여성이 이미 집을 나왔거나 집을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을 때 가
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자며 피해자를 유인하여 간음하는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이나 가족 간의 불화 등을 피해 집을 나온 상태이거나, 집에 돌아갔을
때 혼날 것이 두려워 쉽게 돌아가지 못한다. 피해자는 잠 잘 곳을 제공해주는 가해자에
게 의존하게 되고, 성관계를 회피하려 할 경우 갈 곳이 없는 상태가 될 것이므로 성관
계를 감수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하기 싫었는데 (피고인이) 벗기고, 강제로, 내가 말 못
할 정도로 끙끙 앓고. 오빠(남편)에게 문자로 보내고 삼촌(피고인)이 나한테 야한 짓한다
고. 삼촌 몰래 문자로 써서 보내고.’, ‘오빠 둘을 내보내고 삼촌이 집에 들어오라고 했고
문을 닫고 이불 깔아 주고 내가 잠자는 순간 그때부터 뒤를 만지고.’, ‘관계를 갖기 싫었
어요. 그런데 삼촌이 하자고 그랬어요. 난 안 한다고 말을 못 했죠. 나가라고 할까봐.’

고용개발원, 2014, 125쪽.
375)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외,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4, 2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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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고 싶었어요. 죽고 싶다는 심정이었고. 내가 그랬어요 남편한테. 나 맨날 이렇게
당해야 하느냐고. 그런데 나올 생각도 못했지요.’ (…) [C-346] (장애인준강간, 징역 3년6
월 선고)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오갈 데 없는 피해자 일행을 집에 데려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 일행들은 모두 지적장애가 있었고, 그 중에는 피해자의 남편도 있었는
데 역시 지적장애가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의
일행들을 집으로 데려갔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나가라고 하였고, 가
해자의 성폭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일행 J도 경찰에 신고하려 하였지만 피고인이 그럴
거면 나가라고 하여 신고하지 못하였다. J가 외출할 때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를 두고 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본인뿐 아니라 일행들의 거
처를 잃지 않기 위하여 성폭행을 수인하여야 했다. 이 사례에서처럼 지적장애여성의 사
회적, 경제적 취약성은 성과 경제적 부양을 맞바꾸어야 하는 환경을 만든다.
피해자에게 단지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사례도 종종 나타난다.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유인이 그러하듯 감금 또한 비장애여성에
대한 것보다 더 적은 강제력으로도 또는 강제력이 없이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지적장애
여성의 거주 지역을 벗어나 다른 도시로 데려가는 것으로서 가해자는 지적장애여성을
자신의 지배하에 둘 수 있게 된다. 설령 지적장애여성이 평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는
있더라도, 가깝고 익숙한 지역 내에서 늘 타던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과 시외버스나 기
차 등 평소에 혼자 이용해본 적이 없는 수단으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혹은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위협하는 행위
로써 감금하기도 한다. 밖에서 문을 잠근다든가 하는 별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두려움과 무력감을 야기함으로써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2011.9.1. 01:00~04:00 서울 ○○구 ○○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이 데려온 피해자 ○○에게 ‘남편과 이혼하고 나랑 같이 살자’고 요구하였으나 피
해자가 싫다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2~3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다시 바닥에 앉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발로 현관
문을 세게 차면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위협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집 밖
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및 남편에 대한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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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과 미안함 등 복잡한 자포자기의 심정에 쉽게 도망을 가지 못하고 피고인의 집에 계속
붙잡혀 있다가, 2011.9.15. 20:15경 피해자의 남편 ○○으로부터 ‘모든 것을 용서할 테니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집을 도망쳐 나오기까지 15일 동안 피고인의 집에 갇
혀 있었다. [C-1310] (간음목적약취, 장애인준강간, 감금, 공갈, 재물손괴, 징역 7년 선고)

위 사례에서 가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던 노숙자의 아내인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고인
의 오토바이에 태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15일 간 감금하고 매일 밤 간음하였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계속 손을 잡아끌어 앉히고, 현관문을 발로 세게 차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도록 하였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연락을 하
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이 집을 비웠을 때에도 피해자는 나가지 못하였는데, 자동으
로 잠기는 현관문 전자식 잠금장치를 여는 방법을 몰랐고, ‘피고인이 쫓아올까봐 겁이
나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낮은 지적 능
력을 이용하고 심리적 억압 상태를 야기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피해자를 감금하고 간음
하였다.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는 종종 경제적 착취를 수반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 인터넷 등을 개설하고 사용료를 피해자가 납부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의
장애수당을 착취하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의 이름으로 사채를 얻어 피해자에게 빚을 전가
하기도 한다. 위 [C-1310]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수급비가 입금되는 통장과 체크
카드를 재개설하도록 하여 빼앗고 물품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용돈이 필요하다’, ‘지갑을 분실했다’, ‘같이 살려면 여러 가지
를 구입하여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 받거
나(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포함)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게 하여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 명
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요금을 내지 아니하여 피해자 측이 약 40만 원의 요금
을 내게 하기도 하였다. [C-1575] (장애인준강간, 사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위 사례에서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 받거나 사채 빚, 휴대폰 요금을 피
해자에게 전가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장애인준강간 당시 피고인은 다시 시가 40만
원 정도의 휴대폰을 피해자 명의로 개설하였다. 피해자는 과거의 금전적 피해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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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다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준 것에 대하여, ‘너무 간곡히 부탁해서, 거절할 수가 없
었다’고 설명하였다. 가해자는 지적장애여성이 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악
용하여 지적장애여성으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도록 하고 경제적인 착취까지 나아가게
된다.

5. 사회적 고립의 이용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서는 피해여성에 대한 직접적인 강제력 대신 피해자와의 관계
나 피해자에 대한 지위를 이용하는 사례 뿐 아니라 사회적 고립, 보호망의 부재와 같이
지적장애여성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을 이용하는 성폭력의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 선행
연구에서도 나타나듯 우리 사회에서 지적장애여성은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다. 지적장애여성들은 어렸을 때 따돌림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사회적 활동의 가능성이 낮아 사회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적 주체로서 타인과 친밀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지적장애여성의 주변인들
은 지적장애여성이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소통의 방식을 학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보다는 지적장애여성의 활동을 통제하려고만 하거나 또는 방임한다.
지적장애인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적고, 비장애인들은 지적장애인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한다. 오랫동안 장애인은 격리와 치료의 대상으로 인식되어왔고
장애는 비정상화되었기 때문에 비장애인에게 장애는 자신과 동떨어진 경험이며 가급적
겪지 않을수록 좋은 것일 뿐이다. 다수자의 지위에 있는 비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인 지
적장애인과 교류하기 위한 방법을 익힐 필요가 없다.

피해자와 같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 자신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상에게 쉽게
친밀감을 느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실, 피해자의 부
친은 청각장애가 있고, 모친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의 언니들은 피해자
와 떨어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실, 게다가 피해자에게는 친한 친구가 없고, 피해자의
집조차 인적이 많지 않은 곳에 있어 피해자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사실, 피해
자는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어 그러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느끼면, 그 관계에 집
착하게 되며 그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누구든지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 경우 그 사람에게 쉽게 복종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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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원하지 않는 바를 분명하게 표현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사실, 피고인들은 음식
을 사 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으로 쉽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단기간에 걸쳐 총 10여
차례에 걸쳐 간음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간음에 대하여 싫다고 말하거나 몸을
비트는 등 가벼운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그 외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간
음 이후에도 피고인들의 주거에 그대로 머무르는 일이 많았으며, 심지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도중에도 피고인들을 찾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338] (장애인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위 사례는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3명의 가해자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여러 차례 피해
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사건이다. 가해자 중 한 명이 길에서 우연히 피
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알게 되었고, “평소 피해자가 정신지체로 인해 친
구가 없는 상황에서 음식을 사주거나 친절하게 대해 주는 피고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들의 집에 놀러가 TV를 보
고 있거나 자다가 피해를 입었는데,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범행 장소를 떠나지 않고 그
대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해자들을 찾아가 다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곤 했다. 인적이 드문 곳에서 친구가 없이 외롭게 지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있
어서,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가해자들은 ‘자신에게 잘 해주는 오
빠들’로 인식되었다. 성폭력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해오는 피해자는 가해자들에게 손쉬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었다.
지적장애여성의 사회적 고립은 이렇듯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적 접근을 수월하게 하
는 조건이 된다. 인간관계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경험은 타인의 호의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이거나 쉽게 유인되는 행동을 강화시키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고립을 이용하여 작은
친절로 피해자가 자신을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도록 한다. 친밀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고
자 하는 지적장애여성의 욕구는 성폭력적 관계를 수인하도록 한다. 인간관계의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립보다는 폭력적 관계라도 타인과 교류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
고, 폭력이 관계의 본질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가해자의 폭력이 교정될 수 있
다는 낙관적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에서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이 가시적인 강제력이 사용되
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성관계의 성질을 확인하는 것은 성폭력의 판단에 결정적이다.
지적장애여성이 주변 사람들이나 경찰에게 피해를 드러냈을 때, 최초 발견자가 성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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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지적 능력이 낮고 타인을 쉽게 따르는 지적장애의 탓으로 돌리게 되면 가해자의
행동의 범죄성은 희석된다. 피해자는 ‘친구도 없고 외로운 지적장애인과 놀아준 선의’를
배반하였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는 장애인을 공동체의 구성원이자 대등한 관계의
상대방으로 보지 않고 단지 시혜의 대상으로 이해하는 장애차별적인 태도이면서, 성폭력
에 대한 피해자 유발론을 반영한다.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을 이용한 범행에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묵인이나 저항의
포기 또는 가시적 저항의 부재, 가해자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러가는 등의 자발적인 행동
을 성관계에 대한 ‘동의’의 징후로 본다면 이는 성관계를 매우 표면적으로 이해하는 것
이다. ‘장애를 이용한 간음’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호의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
지 파악하고자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6. 보호망 부재의 이용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매우 부족하고,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보
호는 거의 가족들에게 맡겨져 있다. 때문에 장애인이 어떤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장
하고 살아가는지가 장애인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장애인의 가족이 충분한
지지 자원이 될 수 있을 때, 지적장애인의 사회적 능력 또한 점차로 향상될 수 있고 안
전 또한 좀 더 보장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적장애여성은 더 큰 위험
에 노출될 수 있다. 범죄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가 가족에 의하여 발견될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를 도와 신고하고 이후의 형사 절차의 진행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없을
것으로 보일 때, 지적장애여성은 좀 더 쉬운 성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주로 아는 사
람에 의하여 범행이 일어나는 것은, 평소 지적장애여성이 보호망의 부재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는 가해자들이 범행을 저지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장애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험 연구는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 적절
한 보호망의 부족 상태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장애인이 성폭력 피해를 입을 경우 피
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은 부모나 동거 가족이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그런데 부
모나 가족이 피해자를 지지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사건이 드
러나거나 형사 절차가 진행되기 어렵고, 가해자 측의 합의 요구에 더 취약하게 될 수
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장애아동․청소년의 가족 환경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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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폭력 피해 장애아동․청소년의 부모 중에서 기혼 상태는
49.4%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이혼이 31.6%로 적지 않았다. 부모와 함께 사는 사례는
48.1%였으며, 어머니와만 살고 있는 경우가 17.7%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장애가 없는
경우는 65.8%이고 32.9%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부모 둘 다에게 장애가 있었으며,
17.7%는 형제자매에게도 장애가 있어서, 부모가 장애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어려운 환
경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수준도 낮은 편이어서, 기초수급권
자가 35.4%, 기초수급권자를 제외한 하층이 41.7%로 이 둘을 합하면 77.1%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376) 지적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277.2만 원)은 전국 월평균
가구소득 415.2만 원의 66.8% 수준에 불과하다.377) 한부모나 장애를 가진 부모가 언제
나 자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장애차별적 사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체계가 부족하고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와 관련된 대부분의 개인적, 사회적
문제들을 감당하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손상(impairment)이 더 많이 장애(disability)로
전환되고 장애인의 주변인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는 사회에서, 부모 중 한 사람이 없거
나 부모 또는 다른 형제자매에게도 장애가 있다는 것,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것은 피해
여성에게 배분될 수 있는 가용자원을 축소시킬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판결문에 나타난 가해자 유형 중 가족의 지인 유형은 지적장애여성의 보호망 부재를
이용한 범행의 사례를 좀 더 잘 보여준다. 통상 피해자의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될 경우, 범행이 가족에게 발각되었을 때 가해자가 발견되기 쉬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
아지므로 범행이 어려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을 통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에는 반대가 된다. 피해자의 가족에게도 장애가 있는 때에는
오히려 가족의 장애를 알고 있음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더 수월
해졌다.

피해자들의 부모나 남동생은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정상인보다 정신적인 능력이 부족하
여 피고인 간○○이 수시로 피해자들과 함께 자도록 내버려 두는 등 피해자들을 전혀 보
376) 전영실, 이승현, 권수진 외, ｢장애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장애아동․
청소년의 성문제 실태 및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0, 95~99쪽. 이 연구는 장애인 성
폭력 상담소와 해바라기아동센터 10개 기관에 2009년~2010년 상반기까지 접수된 성폭력 피해 사
례 기록을 조사한 것이다.
377) 김성희, 이연희, 황주희 외,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 2014, 19~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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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여 주지 못하였다. 피고인 간○○은 피해자들이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를 대신하여
회초리를 들고 피해자들을 혼내곤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간○○을 무서워하였다.
[C-153여] (장애인위력간음, 장애인위력추행 등, 징역 8년 선고)

위 사례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같은 직장을 다니면서 친해지게 되어 피해
자들의 집에 자주 출입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정신장애가 있는 28세의 여성과 지적
장애가 있는 24세의 여성으로 자매인데, 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지속적
으로 강간, 추행을 하였다.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집으로 찾아가 거절하는 피해자
를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거나, 지속되는 성폭력 때문에 피해자가 방문을 잠그고 자고 있
자 주방의 칼로 잠금장치를 풀고 방으로 들어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간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친한 사이이고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음에도 그 자녀
인 자매를 번갈아가며 수차례에 걸쳐 간음, 추행하였던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가족
이 모두 장애가 있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없음을 이용하였기 때문이다.

7. 반복적 범행과 반복적 피해
범행에 장애물이 적고 사건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은 여러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다수의 사건에서 가해자의 범행은 단 한 차례에
그치지 않는다. 한 명의 가해자에 의한 수차례의 범행이 기소되어 유죄가 선고되기도 하
지만, 여러 차례의 범행 중 극히 일부만이 범죄사실로 포섭되는 경우도 있다. 검사나 재
판부도 추가 범행이 있음을 의심하지만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입증 가능한 범죄만
을 기소, 처벌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적장애 피해자와의 효과적 소통 방안이 수사 및 재
판 과정에서 마련되지 못할 경우, 어렵게 드러난 피해 중에서도 또다시 일부는 은폐되고
처벌은 약화된다.

피고인은 평소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김○○(여, 39세)이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서 사
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표현 능력이 미약하고, 낮 시간에는 피해자 혼자 집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8. 하순 일자불상 10:00경
서울 중랑구 ○○빌라 ○○○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려 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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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기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 혼낸다”고 하며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C-467] (심신미약자간음, 징역 3년 선고)

위 사례의 범죄사실에서 범행은 단 1회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수사 시 가해자가
자백한 범행은 3회였다. 피고인의 자백 외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서 범행이
1회였다고 보고되자, 1회의 범행만이 기소되었다. 숫자 개념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에게
‘한번’이라는 표현은 범행의 횟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있고, 당시 피해자를 상담하
였던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추가 범행의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한
번’이 ‘여러 번’을 뜻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회라는 피해자의
표현에 기대어 가해자의 자백 중에서 일부만이 기소되는 데 그쳤다.378)
범죄가 입증되려면 범행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어느 정도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 능력이 미약하지 않더라도 수년에 걸쳐 같은 사람에게 비슷비슷
한 장소에서 다수의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각각의 행위를 구분하여 기억하고 진술하
는 것은 지적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그럴 경우 지적장애인의 기억과 진
술의 한계를 법원이 고려하여, 구체성의 요구를 완화하기도 한다. 반면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게 되면, 장기간에 걸친 더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 오히려 입증
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자신이 범행을 반복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가해자는 아는 사람과 피해자를 ‘공유’하
기도 한다.

피고인 C는 2010.5. 하순경 고등학교 친구 사이인 피고인 A로부터 “아는 동생이 있는데
애가 좀 어눌하니까 한번 따먹을 수 있으면 따먹어라, 애가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
고 피해자를 소개받았는데 (…) [C-338] (장애인준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징역 2년6
월 집행유예 3년 선고)

고등학교 친구 3명이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C-338]에서, 성폭력은 여러 차례 반복되었
다. A와 B는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A가 친구 C에게 ‘쉽게 강
378) 황지성, “장애여성 성폭력사건에서 수사․재판의 문제: 상담소의 지원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
성폭력 사건 쟁점 토론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서울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장애여성공감 성
폭력상담소(미간행), 2010, 67쪽.

- 307 -

간할 수 있는 지적장애여성’으로서 피해자를 소개해주어 C 또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범죄사실에 나타난 장애인준강간은 총 9회인데, 5.25.에는 B가, 5.26.에는 C가, 5.27.에는
A와 B가 공동으로, 6.8.에는 C가, 6.9.에는 A와 B가 공동으로, 6.12.와 6.18.에는 B가 단
독으로 범행을 저질러,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여러 사람에 의한 수차례의 가
해가 이루어졌다. 가해자들에게 피해자는 비용이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단지 성
욕 해소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마치 물건처럼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여성이 반복적으로 피해를 경험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장명숙(2005)에 따르면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경험자 중 단 1회의 피해를 당한 경우는
14.8%에 지나지 않았고 1~5년 간 피해가 지속된 사례가 50.0%,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12.0%에 달하였다. 또한 피해 경험자 중에서 23.6%는 가해자가 2
명 이상이었다.379) Sobsey(2005[1994])에서도 지적장애 피해 경험자 중 단 1회만 피해를
입은 사례는 19.7%에 불과하였고, 피해 경험자의 절반이 넘는 52.1%가 10회 이상의 피
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380)
지적장애여성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각기 수차례의 피해를 경험한다는 것은, 성폭력
의 일상성을 보여준다.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성폭
력은 가해자들이 공모하거나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종종 일
어난다. 일례로 [C-132부] 사건은 1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4명이 각기 장애인준강간을 저
지른 사례이다. 판결문에 나타나는 바로는 피고인들이 서로 아는 사이였거나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각자 피해자를 길에서 우연
히 만나 피해자의 장애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모텔, 사무실 등으로 유인하여 간음하였
다. 범행 시기가 서로 겹치기도 해서, 피해자가 같은 시기에 여러 명의 가해남성에게서
동시에 피해를 입었음이 드러났다. 기소된 범행은 4명에 의한 총 12차례의 간음 및 간
음미수 사건이었는데,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밝혀지지 않은 범죄사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다음 사례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에서 추

379) 장명숙,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특성 연구｣,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
행), 2005, 60쪽.
380) Dick Sobsey, “Sexual Abuse of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Ann Craft ed.,
Practice Issues in Sexuality and Learning Disabilities,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5[1994], p.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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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해의 가능성이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일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여관에 데리고
갔고, 여관에서 나와 ○○공원으로 돌아온 다음 피고인에게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한 것이
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한 사람만 경찰 아저씨가 데리고 있는
데요.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뒀어요. 다음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디 갔거
든요. 어떤 아저씨가 여기 위험하다고 가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2만 원을 주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에 여관에 가서 하자고 그랬어요.”(수사기록 8쪽)라고 이미 진술한 바 있
으므로 (…) [C-112] (장애인준강간, 징역 3년 선고)

이 사례의 피해자는 공원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공원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피고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알려주겠다며 피고인이 한 때 거주했던 집으로 피해자
를 데려가 강제로 눕히고 간음하였다.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해자
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피해를 입었음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와 같이 피해 진술에서 나타난 또 다른 피해의 상당수는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여러 명에 의한 범행을 피해자가 각기 구별하여 기억하고 진술하기 어려워서,
범행 횟수가 많아 피해자의 혼동이 의심되어서 등등의 사유로 다시 감춰진다.

8. 형사‘합의’의 강요
통계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건에서 형은 감경되고, 법정형에 미
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고 있다. 양형에서 감경 사유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전과, 범행 동기나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고려되지만,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이
다.381)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
에 표시할 경우, 형은 감경된다. 친고죄 폐지 전에는 ‘합의’가 갖는 의미가 더 중요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 유지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에
발생한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지만 양형에는 피해

381) ‘처벌불원’은 13세 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에서 감경인자 중 가장 높은 40.0%를 차지한
다. 김혜정, 기광도, ｢양형기준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2014, 42~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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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의사가 여전히 반영되기 때문에 ‘합의’는 여전히 피고인에게 중요하다.
그런데 ‘합의’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반성과 피해자의 용서, 피해의 회복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감경요소로 두고 있는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
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
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어야 하며, 피해자가 장애인인 때에는
처벌불원 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처벌불원 의사 표시의 의
미나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지, 의사표시가 진실한지를 세밀하고 신중하
게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지적장애 피해자가 쉽게 유인되어 성폭력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합의 역
시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수 있다. 지적장애 피해자는 가해자의 반성하는 듯한 태도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며 3만 원,
20만 원 등 매우 적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으로 검찰에서 ‘합의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티브이에서
보면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 해서 한 것인데요, 처벌을 많이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처벌은
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언니인 ○○도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합의
가 어떤 뜻인지 잘 모르고 피해자가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증언한 점,
합의과정에 위 ○○이 피해자의 보호자로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위 ○○도 약간의 장애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합의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 [C-170, 항소심] (장애인위력간음,
징역 3년 선고)

[C-170]에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금 명
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처벌불원’을 이유로 한 감경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서 항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30세인 지적장애 피해자는 TV에서 ‘합의’하는 것을 본 적
이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인 줄 알고 해 준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처벌 받기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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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가 동석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면서 175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2~3차례에 걸쳐 20만 원씩 더 전달하여 24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다.
1심 법원은 양형에 있어 합의금 지급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처벌
불원 감경을 하지는 않았으며, 항소심에서도 처벌불원 감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항소를 기각하였다. 피해자가 ‘합의’의 의미를 모르고 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원이 피해
회복에 상당한 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사건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는 잘 반영되지 못한다. 지적장애인의 피해
를 ‘합의’해주는 사람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도 많다. 피해를 입은 것은 지적장
애여성이지만, ‘용서’는 부모나 보호자가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의사결정이 그러하였듯,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는 무시되고,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
확인을 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의사와 상반되는 보호자의 의사만으로도 피고인의 형을
감경한다.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C-1604, 항소심] (청소년위력간
음, 청소년강제추행,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선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
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점 (…) [C-705] (장애인준강간, 징역 4년 선고)

[C-1604]는 14세인 피해자에 대한 위력간음 2회,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포함
하여 강제추행 2회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사례로서, 피고인이 피해
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되었다. 항소심이 진행되던 당시
피해자는 18세였는데, 피해자의 ‘합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결문에 드러나 있지
않다. 더 나아가 [C-705]에서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상반되었다. 피
해자는 17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함께 10년 가까이 거주하
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가만있어라, 말을 들어라’라고 겁을 주며
간음하였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양형에서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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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였다. 판결
문의 맥락상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일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의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피해자의 어머니이면서 가해자의 아내라는
모순된 지위는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대리하기 어려운 위치이다. 그
러나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
한 처벌을 바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의 ‘합의’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사회적으로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은 보호
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결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고, 보호자의 결정이 본인의 이익을 향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이다. 이를 이용하여 가해자는 범행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
보호자와 ‘합의’함으로써 처벌을 약화시킬 수 있다. 피해자의 보호자가 가해자와 친밀한
관계 또는 권력 관계에 있을 때에는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좀 더 수월해질 것을 예측하
기는 어렵지 않다.
또한 [C-338]은 피고인이 친구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여 강간하도록 부추기고, 2인이 공
모하여 번갈아가며 간음을 하는 등 악의적인 범행을 수차례에 걸쳐 저질렀으나 3명 모
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판결문에 나타난 양형의 유리한 정상은 “피해자 측과 합
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초
범이거나 벌금 전과 정도만 존재한다는 점이었다. 결국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집행유예
선고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피해자에게 오히려 위협적인
2차 피해의 과정이었다. 피고인들의 부모들이 집으로 수차례에 걸쳐 찾아갔고, 피해자의
친족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친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며 합의를 요구하였다. 피해
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들의 부모들의 계속되는 호소에 심리적인 압박을 느끼고,
집으로 찾아오는 데에서 보복의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부모에게도 청각장
애 또는 지적장애가 있어서, 피해자의 부모가 지적장애 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를 대변
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처벌받고 반성하
기를 원하였지만, 합의금은 전달되었고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형사‘합의’ 과정은 반성과 용서를 구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감정에의 호소, 피해자에
대한 비난, 집요한 괴롭힘과 위협, 보복의 암시가 수반되는 또 다른 가해의 과정이다.
지적장애인 성폭력이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은, 가해자 측이 범행 후
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연락처나 거주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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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가해자의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은 피해자와 이웃하여 살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
의 가족들은 언제 가해자가 합의를 해달라며 찾아오거나 보복을 할지 몰라 두려워한다.
가해자가 성폭력을 위하여 이용하였던 조건들은 고스란히 형사‘합의’의 요구에서 반복적
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책임을 돌리고 지적장애여성의 성폭력 피해를 가볍게 생
각하는 널리 퍼진 관념은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지
역사회 등 공동체 내에서 피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가해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은 지
적장애여성의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고 전적으로 지적장애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한
가해자들의 탓이지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존재가 공동체 내의
여러 남성들을 가해자로 만든다고 본다. 이는 남성의 성욕은 정상적인 것이므로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성적 접근은 어느 정도 묵인되어야 한다고 보는 남성중심
적 섹슈얼리티의 이해와 무관하지 않다. 주변의 비난 속에서, 공동체에서 계속 삶을 지
속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가족과 주변인들은 ‘합의’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최선의 방
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합의’ 과정은 지적장애인의 중요한 결정을 대신하는 데 익숙
한 주변인들에 의하여 주도되고, 지적장애여성은 ‘합의’가 형사절차에서 갖는 의미를 이
해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타인들의 결정에 휩쓸린다.

9. 소결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지적장애여성은 지적장애 그 자체로
인하여 성적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이때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알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장애인준강간죄를 좁게
해석하는 태도를 취할 때라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현
저히 낮지는 않은 경우, 성에 대한 인식이 전무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
치 않은 성관계가 존재하였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닌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지 않더라도 저항할 수 없었던 맥락,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우위에 있는 자신의
조건과 지위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필 것이 요청된다.
가해자는 단지 중한 피해자의 장애나 성에 대한 무지만이 아니라 친밀성, 자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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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피해자의 의존, 피해자에 대한 권력 관계,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과 보호망 부재와 같
은 조건들을 이용하고 속임수, 보상, 유인, 위협, 무시, 격리, 심리적 부담의 야기 등 매
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르며, 마찬가지의 수단으로 범행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하여 처벌을 회피하고, 처벌의 강도를 약화시키고자 한다. 지적장애여성에 대
한 성폭력을 구성하는 본질은 피해자의 장애나 성에 대한 무지보다도 이와 같은 가해자
의 행위이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또한 피해자의 장애 자체가 아니
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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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연구 요약
지금까지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형사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지적장애여성 성
폭력 판결의 현황,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에서 법원의 주요 판단 요소,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시각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적장애인 성폭력 판결의 수가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다. 3급이 가장 많은
등록 장애인의 분포와는 달리,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는 2급이 가장 많이 나
타났다. 피해자의 연령은 30대 미만이 많았으나, 30대 이상도 적지 않아 어린 장애여성
만이 피해자가 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피고인은 대부분 아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피해자와의 관계 또는 권력을 이용하여 접근하기에 수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 유형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몇 년 사이 장애인 성폭력에 주로 적용된 조항이 크게 변화하였다. 장애인
준강간죄는 크게 줄고 강간죄 및 위계·위력간음죄의 기소가 증가하였다. 변화의 시점과
속도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는 발생한 범행 유형의 변동보다도 법 개정으로 인한 친
고죄 적용 배제, 법원의 법 해석 태도, 법정형 상향 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중한 장애 등급일수록 장애인준강간죄 및 강간죄가, 장애
정도가 경한 장애 등급일수록 위계․위력간음죄가 적용된 사건이 더 많았다. 지적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무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
죄 및 장애인준강간죄의 무죄율이 매우 높은데, 급격히 상향 개정된 법정형으로 인한
입증 강화 요구, 피해자의 항거불능이라는 구성요건 충족의 어려움 등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분석 대상 판결의 형량 중위수는 3.5년의 유기징역이었다. 선고형은 최근
몇 년 간 급격하게 상향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건에서 감경이 이루어
져 법정형을 하회하는 형이 선고되고 있다. 선고형 상승은 법정형 상향보다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장애인준강간죄와 장애인위계․위력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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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선고형 차이는 법정형의 차이에 비하여 더 적게 나타나 법원의 판단이 입법자가
판단한 범죄별 가벌성의 차이와는 격차가 있음을 보여준다. 피해자의 장애 등급별로는
1급 지적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선고된 형량이 가장 낮았고, 가해자 유형별로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범죄에 선고된 형량이 더 높았다. 무죄의 사유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정이 가장 많았고, 그 외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부정, 위력 또
는 최협의 폭행․협박 부정, 피해자의 장애 인식 부정 등의 사유가 나타났다.

2. 법원은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여성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에 대한 판단에서 피해
자의 특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인식과 태도,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주
변의 상황 또는 환경을 주로 검토한다. 판결 종류에 따라 각 요소가 나타나는 빈도와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유죄 판결문에서는 피해자의 특성 외에도 관계적 요소, 범행 이
전과 이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식과 태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둘러싼 정황들이 종합
적으로 고려되는 반면, 무죄 판결문에서는 피해자의 특성, 그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 장
애 정도와 관련한 성에 대한 이해도가 판단의 중심에 자리한다. 장애 정도 및 성에 대
한 이해도 외의 판단 요소들은 잘 언급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로 해석되지 않거나, 혹
은 장애 정도 및 성에 대한 이해도의 문제로 수렴된다. 이렇듯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성에 대한 이해도가 재판의 중심이 되는 것은, 장애 여부에 따라 성폭력 범죄를 구분하
고 비장애여성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을 이용한 강간만을 범죄로 보고 위력이나 거부
의사를 무시한 간음을 처벌하지 않는 법체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장애를 중심
으로 하는 법체계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 장애 정도를 판단하여야 하는 부담
에 직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 장애는 의료적 진단으로써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믿음, 장애는 고정적이라는 전제가 나타난다. 장애를 가진 개인들은 매우 다
양하지만 추상화된 등급과 관련 지수에서 연역되는 피해자의 장애의 설명은 개인들의
구체성과 개별 성폭력의 맥락을 사장한다. 또한 비장애여성 성폭력에서 중심이 되는 피
해자의 저항 문제와 피해자의 장애 문제가 교차하면서, 장애여성 성폭력의 인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장애인 성폭력의 성립을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지적 능력과 저항의 관계를 ‘지적 능력이 낮아 저항도 할 수 없었을 것’ 또
는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어서 저항할 수 있고, 원치 않았다면 당연히 저항하
였을 것’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을 인정한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피해자의 저항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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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능력의 판단 문제로 수렴되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은 매우 좁아져
서 장애 자체로 항거불능인 경우라야 안정적으로 범죄 성립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피해자의 저항 가능성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지적 능력과 성적 자
기결정 능력을 동일시하고,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저항 능력과 동일시하는 전제로 인하
여, 당해 성폭력에 대한 저항 가능성이 아닌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정도가 판단의 중심
에 오게 된다.

3. 법원은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여성의 진술 신빙성 판단에서 일관성, 구체성 및 명확
성,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외부 영향 및 기억 변형
가능성, 무고 가능성을 주로 검토한다.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정
보를 포함하고 있어 스스로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이 경험
칙상 합리적이고 정합성이 있으며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고, 외부의 영향이나 기억의 변
형 가능성이 없고 무고할 가능성이 없을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해자의 지적 능력으로 인하여 일관성이나 구체성 및 명확성 등에 한계가 있을 경우,
최소한 범행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지적 능력의 한계 속에서 가능한 한 구체적
으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면 신빙성을 인정하지만
그 정도에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낮을 때에는 외부 영향 및
기억 변형 가능성이 더 많이 의심되고, 상대적으로 지적 능력이 높게 평가되면 무고 가
능성이 의심되는데, 이는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허위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
도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이다. 6가지 신빙성 판단 요소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경험칙상 합리성이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법원이 갖고 있는 성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형적 상에 부합하지 않는
다면 법원의 의심은 경험칙 외의 영역으로 확산되어 나머지 요소들까지도 의심의 대상
이 될 수 있다. 진술 신빙성의 판단은 사실의 확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의 해
석과 해석을 통한 사실의 취사선택을 거치기 때문에, 모든 판단 요소들은 ‘경험칙’을 구
성하는 법관의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심은 장
애여성을 무성적 여성과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으로 구분하는 이분법과도 관련이 있다.
피해자의 성적 이력을 이유로 과도하게 성적인 여성의 범주로 분류되면, 피해자의 두려
움이나 원치 않음은 불신당하고 거짓 주장의 의심을 받게 된다. 때문에 재판에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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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비장애여성 성폭력에서 요구되는 만큼 저항하였거나 아예 성적 자율성이 없는 존
재로 재현되어야 비로소 피해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또한 지적장애여성
의 신빙성 판단에서 문제되는 것은 피해자와 수사 및 재판 기관의 상호적 의사소통의
문제이다. 조사 기법이나 피해자의 거짓 진술, 진술 능력의 한계만이 아니라 법원이 지
적장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을 때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답변은
제대로 해석될 수 없다. 반면 지적장애여성의 ‘특성’을 강조하여 ‘일반적 장애 특성’을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는 경계가 필요하다. 같은 범주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모두
동일한 특성을 보이지 않으며, 개인들은 다양하고 장애는 유동적이기 때문이다. ‘일반적
장애 특성’이 비장애인 성폭력에 적용되는 강간신화를 배척하는 데 효과가 있기는 하지
만, 그것이 새로운 전형적 상으로 정립된다면 또다시 범죄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데 기
여하게 될 것이다.

4. 법에서 전형적인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은 지적 능력이 현저히 낮고 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지적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는 단지 피해자의
중한 장애나 성에 대한 무지만을 이용하지는 않는다. 더 많은 성폭력이 지적 능력이 현
저히 낮지는 않거나 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있는 여성에 대하여 발생한다. 지적장
애여성 성폭력을 구성하는 것은 피해자의 장애나 성에 대한 무지보다도 친밀성의 이용,
피해자의 의존, 신뢰, 권력 관계의 이용,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이나 보호망 부재의 이
용, 속임수, 보상, 유인, 위협, 무시, 격리, 심리적 부담의 야기 등과 같은 가해자의 행위
들이다.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더라도 거부
표현은 나타나지 않거나 미약한 경우가 많고, 강제력의 정도도 상대적으로 가볍다. 단
지 피해자의 거부를 무시하거나 피해자의 심리적인 부담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피해자가 성관계의 방법이나 결과, 성관계의
사회적 규범 등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상호적인 성과 폭력적인 성의
구분, 대등한 성적 주체로서 성적 욕망을 표현하는 방법, 원치 않는 성관계를 거부해도
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거부 방법 등을 알지 못하거나 더 나아가 폭력적인 성을
사랑 또는 거래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한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가해자에 대한
신뢰 관계, 의존 관계, 권력적 지위,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과 보호망 부재 등을 이용하
여 행해질 수 있다. 범행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수

- 318 -

차례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한 명의 피해자가 서로 다른 가해자들로부터 피해를 반복
하여 입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의 다수의 사례에서 형의 주된 감경
사유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이다. 지적장애인의 유인과 성폭력을
수월하게 하였던 이유는 그대로 피해자 측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얻어내기 수월
한 이유가 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잘 알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보복
우려, 심리적 압박, 회유와 피해자 비난 등은 용서나 피해의 보전이 없는 ‘합의’를 가능
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감경된다. 이러한 ‘합의’ 과정에 지적장애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제2절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의 사법적 판단 및 법 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함으로써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제언은 현행법 하에서 법원
판단의 개선 방향과 향후 장애여성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으로 구분하여
본다.

1. 법원 판단의 개선
(1) 피해자의 장애 및 ‘저항할 수 없음’에 대한 판단
1) 장애인준강간죄의 객체 제한의 문제
장애인 성폭력 규제는 장애인의 성적 자율성 문제와 연동한다. 외국의 입법례382)에서
도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
도록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조항으로 인하여 장애여성은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법의 장애인준강간죄의 해석 완화 주
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비판이 있다. 장애인준강간죄는 폭행·협박, 위계·위력이 없이
도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장애인과의 성관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

382) 장애인과의 성관계만으로 성폭력 범죄가 성립하도록 하는 외국의 입법례 소개는 이 논문 각주
2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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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그렇게 되면 장애인준강간죄의 객체가 되는 장애인의 모든 성관계가 금지되는 결
과를 초래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위험이 있고, 성적 자기결
정이 가능한 피해자에게까지 장애인준강간죄를 적용하면 장애인은 결혼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적용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준강간죄
의 적용 범위를 가급적 좁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가진 경우에 한하자고 한다.
이 같은 판단은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가 장애인의 성적 자율성을 전면 부인하는 결
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그러나 장애인준강간죄가 장애인의 성관
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장애인과의 성관계에 덧붙여 항
거불능 상태를 가해자가 ‘이용’하여 간음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우리 법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장애인과의 성관계만으로 곧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문언상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어야 한다.
그동안 가해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이용하였는가 하는 부분은 거의
조명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있었음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욕구를 품고 간음을
한 것이 곧 장애의 이용으로 이해되었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대한 집중으로 인하여
범행이나 가해자에 관한 증거는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그러나 장애인준강간에서 중요
한 지점은 피해자의 저항할 수 없음을 가해자가 어떻게 이용하였는가 하는 점에 있다.
또한 장애인준강간죄가 장애인의 성적 자율성을 전면 부인할 수 있다는 우려는, 피해
여성이 한 번 ‘장애로 항거불능’이면 영원히 항거불능이라고 이해하는 태도를 반영한다
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장애가 개인에게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유동적인 것이며 사회
적, 정치적, 관계적인 것이어서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때, 장애인의 성
적 자율성 제한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 지적 능력 뿐 아니라 저항 능력도
피해자를 둘러싼 상황적 맥락과 피고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측정될 수 있다. 어떤 사람과
는 자유롭게 협상하거나 갈등관계에 있을 수 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복종과 회피만
이 가능할 수도 있다. 피해자의 능력이 유동적임을 이해하면 지적장애인의 능력이 언제
나 없거나 언제나 있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되지 않게 되고, 단 한번 장애인준강간죄의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실이 이후 모든 성관계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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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장애 자체가 중하지 않더라도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을 장애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일단 장애인준강간죄의 객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의 항거불능을 가해자가 어떻게 이용하였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어떤 사안에서 장애여성의 성적 자율성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준강간죄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은, 피해여성 본인이 성관계를 진심으로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성폭력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만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 본인이 성적 침해를 주
장하는 사건조차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장애인준강간죄의 범위를 과도하게 좁히는 사례
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성적 자율성의 전면 부인이 우려됨을 들어 장애
인준강간죄의 객체를 좁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해석론을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모든 장애여성이 성적 자율성을 부인당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장애여성이 성
적 자기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반드시 가시적인 강제력
으로만 저항이 억압되었을 것을 요구하며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도 타당하지 못하다. 성
적 자율성과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장애여성의 성적 자율
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성적 침해에 대한 방어
능력을 형성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반대로 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처벌은 성적 자율성
의 토대가 된다. 부당한 성적 침해가 적절히 규제되지 않는다면 침해가 성적 자율성으로
둔갑해 버릴 수도 있다. 성적 침해와 성적 자율성의 실현을 구분하기 위하여 법원은 장
애의 유동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관계에 내재한 지배와 종속을 볼 수 있어야 한
다.

2) 장애인강간죄 및 장애인위력간음죄의 객체 제한의 문제
장애인강간죄, 장애인위력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
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장애인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을 것’
을 요하나, 장애인강간죄 및 장애인위력간음죄는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고만 하고 있다. 판결에 따라서는 장애인강간죄 및 장애인위력간음죄의 객체에 대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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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면서 장애인준강간죄의 객체와
같은 정도로 좁혀 해석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
장애인위력간음죄가 신설되기 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이 형법상 심
신미약자위력간음죄로 처벌되었다. 심신미약자위력간음죄에서 심신미약은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가 아닌 ‘미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만이 아니라 행사 능력이 미약한 경우를 포함하는 의미라 할 수 있
다. 종래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지적
능력이 낮은 경우 심신미약자위력간음죄로 기소, 처벌하였다. 더구나 장애인위력간음죄
는 정신적인 장애 뿐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위력간음까지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자위력간음죄보다 객체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이다.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이용하여 폭행, 협박까지 나아가지 않은 위
력의 행사로도 간음한 사례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적 자기결정권
을 행사할 수 없는 피해자만을 선별하여 보호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또한 장애인강간죄는 형법상 강간죄를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범
한 경우를 의미한다. 즉, 장애인강간죄는 비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범죄 유형을 신설한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규제 강화
를 위하여 이를 가중 처벌하는 의미를 갖는다. 장애인강간죄의 입법의도가 성적 자기결
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인에 대한 범행만을 가중 처벌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장애인강간죄 또한 객체의 범위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장
애를 가진 사람으로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한다고 보는 해석론은, 장애인
강간죄 및 장애인위력간음죄의 구성요건적 측면에서도 모순을 발생시킨다. 법원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평가하는 수준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 대해서
라면 가해자가 간음을 위하여 폭행․협박이나 위력 등 강제력을 사용할 필요성은 낮아지
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좁은 해석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여
저항할 수 있었다면 장애인강간죄나 장애인위력간음죄의 객체가 될 수 없고,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였다면 장애인강간죄나 장애인위력간음죄의 객
체가 될 수는 있지만 가해자의 강제력이 미약하였기 때문에 장애인강간죄나 장애인위력
간음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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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죄 및 장애인위력간음죄가 객체의 범위에서 장애인준강간죄와 유사한 수준
을 고수하면서도 장애인준강간죄와 구별되는 실익이 있으려면, 단지 장애를 이용하여 간
음한 장애인준강간과는 달리 폭행․협박이나 위력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장애인준강간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거나
하는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 규정은 그렇지 않다. 장애인강간죄는 장애인
준강간죄와 법정형이 동일하고, 장애인위력간음죄는 장애인준강간죄보다 법정형이 도리
어 낮다. 그리고 양형기준에서는 세 범죄가 모두 동일한 기준을 따르고 있다.
장애인준강간죄에 더하여 장애인강간죄 및 장애인위력간음죄가 성폭력처벌법에 신설
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유형의 성폭력을 비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보다 강하게 규제
하겠다는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객체의 범위를 성
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볼 것이 아니라, 법문대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면 족하고,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간음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
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장애로 인하여 저항할 수 없음’에
대한 법원의 해석 태도가 좁은 현실에서는 필요성이 더 크다. 다만 이렇게 해석할 경우
성폭력에서의 강제력 및 저항과 관련이 없는 경미한 장애를 가진 개인에 대한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중 처벌되는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될 것이다. 피
해자의 장애 여부에 따른 처벌 규정의 이원화 역시 문제가 되는 만큼, 이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본다.

3) 성폭력의 판단과 피해자의 장애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장애여성의 손상을 이용하여 일어날 수도 있고, 장애여성이
처한 다른 사회적 조건이나 특성을 이용하여 가해질 수도 있다. 비장애여성이 여타의 행
위수단들로 인하여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성폭력의 판단에서 장애여성
의 손상은 어떤 상황을 성폭력으로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성폭력의 구성에 영향을 주는 것이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
고 하여 손상 그 자체가 언제나 다른 요인들에 우선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것
만은 아니다. 이는 손상이 모든 시기, 모든 사회에서 동일하게 장애로 직결되는 것이 아
니고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이데올로기를 통하여 장애로 전환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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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장애가 ‘없다’는 것이 성폭력을 다르게 보아야 할 이유가 되
는 것도 아니다. 장애가 ‘없는’ 비장애여성 또한 다른 이유에서 저항의 억압이 촉진될
수 있고, 저항의 억압을 촉진하는 요인은 경우에 따라 장애여성의 장애와 마찬가지의 역
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장애는 다른 요인들과 마찬가지로 성폭력에 영향
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이해되면 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 장애인강간죄, 장애
인위계․위력간음죄, 장애인준강간죄를 둠으로써 피해자가 장애인인지 여부를 먼저 판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래서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다. 성폭력의 성립에서 피해자의 장애와 저항에 대한 판단을 중심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장애로부터 초점을 이동하는 방향으로 입법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는 전제 하에, 피해자의 장애와 ‘저항할 수 없음’, 그리고 가해 행위를 어떻게 판단할 것
인지를 살펴본다.
먼저 피해자의 장애 정도는, 장애인준강간죄의 항거불능 요건에 대한 법원의 좁은 해
석 태도에서 그러하였던 것처럼, 장애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도
없는 피해자를 선별하기 위한 목적에서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별다른 강
제력이나 저항이 없이도 간음이 있었던 사례에서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를 평가
할 때에만 의미가 있다.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간음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을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 능
력이 없는 때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범위
는 더 넓게 판단하여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피해자가 장애 자체로 동의가 불가능한 상
태에 있었다면 장애 정도와 간음 행위만으로도 범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외의 경우 피해자의 장애는 어디까지나 당해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 저항
가능성 및 가해 행위와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장애는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의 맥락에서 의학적인 진단 결과는
피해자의 장애 중에서도 매우 부분적인 사실만을 보여주는 것이고 해석을 요하는 자료
에 불과하다. 더구나 앞서 살펴본 판결들에서 나타났듯, 경도의 장애를 갖고 있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해자도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이 인정된 바 있고,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서 같은 피해자의 저
항을 억압할 수 있는 폭행, 협박, 위력의 정도는 달라졌다.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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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때에도 항거불능이 인정될 수 있고 장애의 정도가 아닌 상대방이나 상황 같은
요인들에 따라 강제력의 정도가 영향을 받는다면, 피해자의 장애 등급, 장애 관련 지수,
일상생활 능력, 직업적 훈련 가능성과 같은 사항들을 세세하게 검토하면서 장애의 정도
를 파악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와 같은 검토는 피해자의 장애에 불필요하게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키며, 성폭력의 성립에서 피해자의 장애를 결정적 요소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그 결과 가해자의 행위를 비롯하여 성폭력을 구성하는 여타의 요인들에 대한 관심
을 축소시킨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에 대한 집중에서 벗어날 때, 피해자의 거부 표현, 저항, 두려움,
신고 행동, 피해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는 능력 등에서조차 성적 자기결정 능력
을 이끌어내는 판단, 그래서 재판이 성폭력에 대한 재판이 아닌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재판으로 변형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관계가 있었지만 범죄
가 성립하지 않았던 것은 피해자의 의사나 가해자의 행위보다도 장애 정도만을 판단하
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가해자에게 두려움을 느끼거나 거부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성폭력에 대하여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을 수 있다면,
피해자의 거부 표현, 저항, 두려움, 신고 행동, 피해 진술 능력 등을 오로지 피해자의 장
애 정도로 귀착하게 하는 판단은 무의미한 것이며, 그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그 자체가
갖는 의미, 즉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재판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어떠한가 하는 질문이 아니라,
무엇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구성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한다. 피
해자에 대한 속임수, 보상, 유인, 위협, 무시, 격리, 심리적 부담의 야기 등을 이용한 가
해 행위와 더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의 상황적 특성,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피해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조건 등과 같은 요소들은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
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이 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장애를 고
려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때 장애를 고려하는 것은 장애 자체의 정도에 대한 판단과
는 다르다. 피해자의 장애와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은, 성폭력을 구성하는 요소
들을 피해자의 장애라는 측면에서 해석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장애 자체의 정도에 대한 판단은 피해자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아는지, 숫자는 어디
까지 셀 수 있는지, 혼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지 하는, 성폭력과는 무관한 피해자의
손상의 정도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행해진다. 반면 피해자가 장애여성이라는 점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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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성폭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해석한다는 것은, 장애여성의 맥락에서 각 요소들이
갖는 함의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피해자가 처해 있는 ‘사회적 관계망의 부
족’이라는 조건은 그 자체로서 성폭력의 성립 근거가 되기는 미약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것이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결과이고, 배제와 차별로 인하여 장애여성
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며, 그래서 장애여성의 친밀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라 의존적인 관계로 전환되기 쉽다면,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에 대
한 피해자의 의존을 알고 관계에서 권력을 갖게 되었다면, 피해자가 처한 사회적 관계망
의 부족이라는 조건은 피해자가 성적 요구에 저항할 수 없는 원인이 되고, 가해자가 이
러한 항거불능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자, 더 적은 강제력으로도 저항을 억압할 수 있
는 조건이 되어,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성폭력을 구성하는 요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장애 자체의 정도에 대한 평가로부터는 도출되기 어렵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또한 피해자가 장애여성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한 해석을 요
한다.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가해자와의 관계와 별개로 판단하면, 피해자의 장애가 중하
지 않을 때에는 아는 사이,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추정하
게 되기 쉽다. 그러나 장애와의 관련성 속에서 가해자와의 관계를 판단한다면, 외견상
친밀하고 수평적인 관계로부터 권력 관계를 탐색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물론 장애여성
과 비장애남성이 언제나 성적 착취의 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 관계는 수평적일
수도 있고, 장애여성이 권력의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장애와 성별 이외의 각자의 정체
성과 조건들은 무수히 다양한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성폭력 판단에 있어서는 적
어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성적 착취의 가능성을 강력하게 내포하고 있다면, 장애
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에 대하여 더 면밀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즉 피해자의
장애 정도나 성에 대한 이해도만이 아니라, 성폭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판단이 더
세밀하게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383) 위력이나 폭행, 협박의 판단 또한 마찬가지이다.
강간죄의 폭행․협박에 있어 비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기준 또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
기는 하나, 비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에서 법원이 기대하는 바에 비하여 강제력이나 저
항의 정도가 미약해보이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결과라면 이는 위력, 폭
행, 협박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83) Janine Benedet and Isabel Grant, “Sexual Assault and the Meaning of Power and
Authority for Women with Mental Disabilities”, 2014, p.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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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해자의 특성 요소로서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은 피해자의 특수한 경험에서 비
롯된 심리적 특성과 피해자와 같은 범주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빈번하게 보여주는 일
반적인 심리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먼저 피해자의 특수한 경험에서 비롯된 심리적 특성
에 대한 판단 역시, 장애여성이라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피해
자의 성장 배경이나 교우 관계, 과거 폭력 피해 경험 등 피해자의 과거 경험은 그러한
경험의 발생과 경과, 이후의 영향에 있어서 장애여성이라는 정체성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때 피해자의 경험이 간접적인 경험이라거나 가해자가 아
닌 제3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 하여 배제할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경험이 형성
한 심리적 특성은 가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성폭력의 맥락을 구성하기 때
문이다.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은 피해자가 가진 장애의 ‘일반적’ 특성의 영향을 포함한다. 피
해자가 가진 장애의 ‘일반적’ 특성은 피해자와 같은 범주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빈
번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384) 따라서 피해자 또한 같은 특성을 보일 가
능성은 있지만, 장애의 ‘일반적’ 특성을 같은 범주의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
하여 피해자가 당연히 그런 특성을 보일 것이라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지적장애
여성이 타인에게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고 쉽게 복종한다는 ‘일반적’ 특성이 있다고 할
때, 피해자가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장애 피해자의 전형성에 어긋나
므로 성폭력이라는 주장이 거짓일 것이라고 판단하거나 또는 장애의 ‘일반적’ 특성을 보
이지 않으므로 장애 정도가 가벼울 것이고 따라서 성적 침해에 저항도 가능하였을 것이
라고 단정 짓는 것은 부당하다. ‘일반적’ 특성은 피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
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당해 사건의 피해자, 가해자
와의 관계, 당해 사건의 특수한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장애는, 장애 자체의 정도만을 살피기 위하여 검토할 것이 아니
라, 성폭력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해석하는 렌즈로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럴 때
가해자의 행위의 성폭력적 성질도 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더불어 가해자의 가해 행
위는 범행 당시의 행위 내용 및 방법만이 아니라 평소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과

384) 박승희, 장혜성, 나수현 외, ｢장애관련종사자의 특수교육 입문｣, 2007,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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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그로부터 비롯된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평
가하여야 한다. 범행 당시 사용된 강제력이 미약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과거로부터 형성
된 피해자와의 관계나 피해자에 대한 태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을 생각할 때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는 충분한 강제력으로 작동하였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진
짜 강간’과 같은 성폭력의 전형적 상과는 달리 다수의 성폭력은 범행 당시의 행위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의 연속적인 행위의 토대 위에서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의 이용이나 폭행, 협박, 위계, 위력과 같은 행위수단을 이용하는 것 또한 누적
된 관계의 맥락에서 평가할 때라야 성폭력적 본질이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진술의 신빙성 판단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 피해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문제, 둘째, 법관의 경험칙의 문제이다. 의사
소통의 문제는 피해자가 진술 능력이 미약한 경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
의 진술을 이해하는 데 있어 피해자의 장애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요한다. 다음으로 법
관의 경험칙의 문제는, 신빙성의 기준으로서의 법관의 경험칙을 성폭력의 현실과 일치시
키려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1) 의사소통과 진술 내용의 해석
장애여성이 언어장애 및 청각장애,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과 소통의 방
식이 다를 때, 신빙성 판단에서 장애는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 내용을 이해
하는 측면 모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확보는 주로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되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하게 될 경우가 있다. 이때 피해자
의 ‘일반적’ 장애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적 필요와, 피해자의 특유한 의사소통적 필요를
미리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질문 방법과 내용, 신문 방식과 환경을 미리 준비하는 것
이 필요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를 헤아
려 해석하여야 한다.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적 필요는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
에서 모두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폭력 피해자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지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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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피해자의 진술에서 자주 문제되는 사항 몇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하에서 서
술하는 내용은 재판에서 빈번하게 문제되는 사항 중 일부이고, 의사소통적 필요는 더 다
양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적인 특성과 장애의 정도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숫자, 날짜와 시간, 선후 관계 개념이 미약한 지적장애인의 경향은 주로 범행 일시와
횟수 등의 특정과 관련하여 종종 문제된다. 지적장애인은 구체적인 날짜나 시간을 인식
하기 어려워하거나, 범행 당시에는 인식하였더라도 진술 시까지 이를 기억하고 구체적으
로 진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진술 특성이 있을 때
에는 무리하게 구체적 일시를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피
해자가 일시나 숫자 개념 등이 미약한 때에는 날짜와 시간보다는 계절이나 기후, 옷차
림, 범행 시기와 근접한 중요한 사건과의 선후 관계 등으로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도 한
다. 다만 피해자가 계절, 선후 관계 등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다른 방법을 발견하여야 할 것이다. 범행 일시의 진술에서 비일관성
이 나타나는 때가 있는데 피해자가 범행 일시를 진술하였더라도 날짜와 시간 개념이 미
약하다면 진술된 일시보다 계절이나 중요 사건과의 선후 관계 등이 더 정확한 기억일
가능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피해자의 장애와 관련된 증명 책임의 완화는 피고
인의 방어권을 형해화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
가 피해자의 장애에 대한 고려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준이 된다면, 장애인에 대
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헤아려야 할 것이다.
지적장애인은 의문사가 사용된 질문,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만의 방식
으로 이해하고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언제’라는 질문은 ‘언제’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 뿐 아니라 시간 개념의 이해가 있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하다. ‘왜’라는 질문은
좀 더 복합적인데, ‘왜’라는 표현에 대한 이해,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가 미약하거나, ‘왜’
라는 질문을 비난으로 받아들일 경우 질문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은 어려울 수 있다. 피
해자가 이유를 묻는 질문을 비난으로 이해하고 묵묵부답할 때, 피해자의 침묵을 허위 보
고의 증거라고 이해하는 것은 큰 오해가 된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 이해가 어렵고, 추상
적 표현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소통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원활한 신문이 가능해질 것이다. 지적장애 피해자가 지적 능력에 맞
지 않는 듯 보이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분석 대상 판결문에서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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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용하는 단어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의 정도 또는 성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근
거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지적장애인은 추상적인 특정 단어를 익혀 사용할 줄은 알지만
오히려 그보다 쉬운 단어는 이해하지 못하기도 하며, 추상적 단어를 사전적인 이해와는
다르거나 좁은 의미로만 사용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몇 개의 추상적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부터 지적 능력을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진술 내용의 이해에서도 피해
자가 사용한 단어의 고유한 의미를 확인하여야 한다.
길고 복잡한 문장이나 여러 가지의 쟁점이 담겨 있는 질문, 부정의문문 등은 정확한
소통을 어렵게 한다. 지적장애인 피해자가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쟁점 중 일부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였음에도 그것을 질문 전체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하
면 진술이 번복되거나 비일관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야기의 맥락이나 답변 방식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의 부족, 세부적 내용에 대한 집착, 범죄의 성립
에 중요한 사실도 질문이 없으면 진술하지 않는 태도 등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에
서 보이는 특성이지만, 이는 지적장애가 없는 진술자에게서조차 나타날 수 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진술은 범죄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정보를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
하지 못하는 진술자는 질문의 방법, 범위, 내용에 제한되는 진술을 할 수밖에 없다. 더
구나 자신의 경험을 성폭력으로 명명하기 어렵다면 무엇이 피해를 구성하는 것인지도
알 수 없으므로 질문 받지 않은 피해는 진술할 수 없고 질문의 방향에 따라 피해의 범
위도 결정되게 된다. 이는 피해자가 착취적, 폭력적 관계를 정상화하여 인식하고 있을
때 더욱 문제된다. 피해자에게는 그것이 특별히 일상과 구분되는 범죄 피해의 경험이 아
니므로, 묻지도 않는데 진술하여야 할 이유가 없고 묻더라도 축소 보고하기 쉽다.
장애와 관련된 의사소통의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수사 및 재판에서 피해자와 소통하
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런데 증인신문에 있어 설령 법관과 검사가 피해자의 특성
에 부합하는 질문을 할 수 있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에게 이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짐을 주장하여 피
고인의 결백을 입증하거나 형을 가볍게 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러한 면에서 장애여성의
의사소통적 필요는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된다. 변호인은 단지
장애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혼란과 불안을 야
기하고 비일관된 답변을 유도하려 할 수 있다. 이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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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나, 부적절한 신문 내용과 방법을 통제할 법관의 역할 또한 중
요하다.
장애인 피해자의 신문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은 그대로 답변 내용의 해석에서 염
두에 두어야 할 내용들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황이나 질문과는 별개로 답변의 내용만
을 두고 신빙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사 및 신문의 환경이 어떠하였는지를
재검토하면서, 질문의 방법과 내용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같은
내용의 질문을 문장의 앞뒤를 바꾸고 의문사를 바꾸어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 피해자의
답변은 질문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답변만을 두고 보면 진술이 비일관된 것으로 평
가될 수 있으나, 피해자의 장애 특성과 관련하여 본다면 피해자가 의문사를 이해하지 못
하거나, 들은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반향어 경향, 질문의 전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질문의 일부에 대해서만 답하는 태도 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
은 피해자의 진술 특성, 질문의 내용과 방법을 동시에 고려할 때라야 비로소 진의대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법관의 ‘경험칙’의 재검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일관성, 구체성 및 명확성, 경험칙상 합리성
및 내용의 정합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외부 영향 및 기억 변형 가능성, 무고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된다. 그 중에서도 경험칙상 합리성은 신빙성 판단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법관이 어떠한 경험칙을 기준으로 삼아 당해 사건이 그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가에 따라 신빙성 판단 요소들 각각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법관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에 기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사회에 만연한
상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적 상식과 통념은 성별 권력
과 장애차별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385) 성별 권력과 장애차별주의는 일상적인 남
성적 이성애 섹슈얼리티의 실천이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
지 못하며, 극히 일부의 ‘전형적’ 사건들에 대해서만 성폭력 범죄를 인정한다. 이러한 시
각이 법적 판단에 여과 없이 반영된다면 법은 현존하는 차별과 권력관계를 지지하고 성
폭력이 가능한 조건을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된다. 장애여성 성폭력은 비장애남성의 입장
385) 양현아,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교감을 위해”, 2006, 2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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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아닌 장애여성의 경험세계에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일반적 장애특성’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여성의 고립과 사회적 배제, 보호망 부재, 억압된 섹슈얼리티, 보살
핌이나 의존관계, 차별, 성적 착취의 경험과 같은 요소들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판단에서는 어떠한 경험칙이 기준점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그러한 경험칙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가 끊임없이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
원의 경험칙이 장애여성 성폭력의 현실과 부합하도록 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경험칙은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전형적인 성폭력의 상이 아니라, 장애여성 성폭력의 현실로부터 도
출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의 제4장 제3절의 장애여성 성폭력을 구성하는 행위들은 법
원의 유죄 판결문에서 도출된 사건의 모습들로서, 장애여성 성폭력의 현실의 단면을 보
여준다.
그러나 판결문에 나타나는 사건의 모습은 또한 매우 일면적인 것이다. 수사와 재판에
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은 다양하게 수집되기보다는 구성요건에 맞추어진 질문에 따라
사건의 일부만이 드러나게 되며, 피고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사건을 진술
한다. 범죄의 성립에 불리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평가된 정보들은 수집되지 않거나 판단에
서 누락된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다양한 역학은 성폭력이라는 틀에 맞추어 축소되
거나, 기존의 경험칙에 부합하도록 재구성된다. 따라서 판례에 나타나는 사건들 외에도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수행된 사회과학적 경험연구를 통하여 장애여성의 성폭력 경험
을 검토함으로써 성폭력의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실증적 조사와 더불어, 법관의 경험칙에 내재되어 있는 이데
올로기가 어떤 것인지를 검증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건의 모습으로부터 성
폭력의 전형적 상에 부합하지 않는 사건들을 발견하고 경험칙의 범위를 넓히거나 조정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경험칙의 검토는 단순히 어떤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또는 성폭력에 대한 경
험칙이 성별 권력, 장애차별주의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로 인하여 다수를
차지하는 사건들을 동의에 의한 성관계 또는 장애로 인한 통제 불능의 성으로 이해하고
성폭력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는 아닌지를 질문하여야 한다.
또한 경험칙에 대한 검토는 법관 자신의 경험칙만이 아니라 모든 관련자들의 경험칙
에까지 미쳐야 한다. 판결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 참고가 되고 있는 진술타당
도평가의 경우가 그 예가 될 수 있다. 수사 단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술타당도평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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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진술타당도평가 결과는 신빙성 평가의 자료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신빙성
여부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386) 법관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진술타당도 평가 결과 또
한 해석이 필요하다. CBCA 준거와 진술 타당도 평가 준거에는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평가자의 관점이 개입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범죄 특징에 대한
세부 내용으로서 전형적인 방식으로 범죄 행동을 묘사하였는가에 대한 판단이나, 사건
보고 동기, 사건의 비현실성과 같은 준거들, 더 나아가 진술의 일관성과 통일성 준거조
차도 성폭력에 대한 관점과 관련이 있다. 평가자가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통념
에 어긋나는 진술을 ‘비현실성’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 피해 주장과 일관성도 없다고 판
단하였다면, 평가자가 전제로 두는 사회적 통념의 내용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평가 결과를 읽어야 할 것이다.387)

2. 장애여성 성폭력 관련 법제의 개선
(1) 피해자의 목소리 청취 방안
법원 판단에서 장애여성 피해자의 손상보다도 성폭력을 구성하는 맥락을 중심에 두기
위해서는 장애인 피해자의 목소리가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앞
서 지적하였듯이 장애여성과 수사기관 또는 법원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두 가지 측
면이 있다. 하나는 좀 더 넓은 의미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장애여성의 삶의 경험이
아닌 사회에 널리 퍼진 전형적인 성폭력의 모습을 중심에 두고 장애여성의 증언을 들을
때, 그 의사가 제대로 이해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또 하나는 피해자의 손상과 관
386) 조은경,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신빙성 평가의 한계와 전망”, 2010, 50쪽.
387) [C-254] 사건의 판결에서는 진술분석 결과 의견을 다음과 같이 인용하였다.
사건 전반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였으며, 상황전개에 있어서 타당치 않은 부분도 많았
다. 반찬으로 햄을 받은 것과 8,000원을 받은 것, 성관계 후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고 400원을 받
았다는 것은 성폭행을 당한 자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 폭행 후 두렵고 불안하고 떨리면 다리를
주무르고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C-254]

평가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햄, 8,000원을 받았고 성관계 후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고 400원
을 받았다는 것이 ‘성폭행을 당한 자의 자세는 아닌 것 같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은 의견은 평
가자가 말하는 ‘성폭행을 당한 자의 자세’란 무엇인지, 그러한 기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러한 기준을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의 판단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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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하여 피해자에게 의사소통적 필요가 있을 때이다. 피해자의 청각장애나 언어장애, 시
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과 관련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능력상의 한계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은, 피해
자의 조음(調音)상의 손상이나 낮은 언어적 능력만이 아니라 표현이나 소통 방식에 대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이해 부재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호
적인 것이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장애여성의 경험을 토대로, 장
애와 관련된 의사소통적 필요를 고려하여 진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의사소통적 필요의 충족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현행법이 마련해두고 있
는 여러 인적 지원 방안 가운데 진술조력인 제도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수사 및 재판
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 잘 드러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
다.388) 진술조력인389)은 의사소통 및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사법절차에서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2012.12.18. 성폭력처벌법 개정 시 신설
된 인적 지원의 한 형태로서, 법무부의 양성과정을 거쳐 2013.12.19.부터 피해자 지원이
시작되었다.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3세 미만의 아동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이다.(§36①)
진술조력인은 중립적인 지위에서,(§38①)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수사과정에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피해자
측의 신청으로, 재판과정에서는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 측의 신청으로 진술조력인이
388)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를 위한 방안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타당도평가 결과가 재판에서
참고되고 있다. 평가자가 수사 과정에서 원활한 진술 조사를 위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만,
평가자의 역할은 원칙적으로 이미 행해진 진술의 신빙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어서 피해자
의 의사소통적 필요를 반영한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하여
2010년 무렵부터 수사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는 NICHD((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프로토콜은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진술 조사 기법으로
서 유의미하다. 다만 NICHD 프로토콜과 진술타당도평가는 주로 아동 피해자의 진술 특성을 중심
으로 고안된 것이어서 장애가 있는 성인의 의사소통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이 지적되는 바,
장애인의 의사소통적 필요를 반영한 조사 방법의 개발이 요청되고 있다.
389)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과 진술조력인에게 기대되는 역할에 관해서는 김정혜, ｢성폭력 범죄 피
해 아동․장애인에 대한 진술조력인 제도 연구｣, 과천: 법무부, 2012; 김정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제69권, 201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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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36①, §37①)
진술조력인 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직 제도의 정착이 필요한 시기이나,
현행 제도에서도 몇 가지 개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390) 먼저 진술조력인의 목적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법은 의사소통과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피해자의 원활
한 조사 및 신문을 목적으로 진술조력인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원활한 조사
및 신문이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피해자에 대한 의사
소통 지원은 피해자로부터 가치 있는 증거를 수집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수사 및 재
판 절차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확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의 마련,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방지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원활한 조사 및
신문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목소리 강화는 피해자에
게 ‘충분한 정보’를, 피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으로부터 도모될 수 있는
만큼, 진술조력인은 단지 원활한 조사만이 아닌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진술조력인의 피해자 면담 결과의 활용 확대가 요청된다. 현행법은 진술조력
인이 조사 전에 피해자를 면담하고 조력 필요성 평가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
고, 조사에 참여한 후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 표현 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진술조력인의 의견 제출은 단지 임의 규
정으로만 되어 있어서, 진술조력인의 필요성에 대한 수사기관 및 법원의 인식 정도에 따
라 의사소통 보조의 가능성이 달라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진술조력인의 평가 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진술조력인의 피해자 면담 결과는 피해자 조사 또는 증인신문 전에 수사기관
및 법원과 공유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가 반영된 조사와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 또는 신문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수사기관 및 법원, 검사, 변호인과
사전에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조사 및 신문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391)가 문제되고 있는
만큼 진술조력인이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차 피해
방지는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의 권리를 위하여서도 필요하지만, 진술조력인
390) 이하의 개선점은 김정혜, “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2013, 78~83쪽.
391) 이미경, ｢성폭력 2차 피해를 통해 본 피해자 권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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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목적으로 두고 있는 원활한 조사 및 증언을 위하여서도 필수적이다. 피해자에 대
한 모욕, 비난, 위협 등은 피해자의 진술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가해지기도 하며,
특히 지적장애인은 조사 도중의 2차 피해가 심리적 위축을 야기하여 피해 진술을 불가
능하게 만들 수도 있다. 증인 신문 도중에 발생하는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법관이 이를
통제할 수 있을 것이지만, 장애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2차 피해로서 법관이 이를 감지하
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진술조력인이 법관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피해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진술조력인의 지원은, 무엇보다도 지속성을 필요
로 한다. 마치 외국어 통역과 같이 조사와 재판 도중에만 소통 보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럴 경우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단계마다 각각의 지원
은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이해 또한 충분히 확보될 수 없게 된다.
피해자의 장애와 소통상의 특성은 단 한 번에 ‘진단’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원의 지속성은 수사 및 재판 기관 외에 진술조력인이 존재하는 의의이기도 하다. 수사
및 재판 기관이 성폭력 피해 장애인의 경험을 토대로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소통하고
진술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에도 한계가 있지만 설령 그것이 가능하
다 하더라도 담당 경찰과 수사관들, 기소 검사, 공판 검사, 심급별 법관 등 절차상 매
단계마다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각 단계마다 피해자에 대한 이해는 새
롭게 시작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초 조사 전부터 판결이 확정되고 사후적 지원이 확보될
때까지 가급적 한 명의 진술조력인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진술조력인이 형사사법기관과의 단일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진술조력인은 향후 지원의 범위를 현재보다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현행법
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
폭력 범죄 피해자만을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다. 다른 범죄보다도 성폭력 범죄 피해자로
대상을 제한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소통 지원에 있어 성의 이중규범 하에서 성폭력 범죄
가 갖는 특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전형성의 문제를 진술조력인이 이해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소통상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집단은 비단 성폭력 범죄 피해자만은 아니다. 피고인, 다른 범죄의
피해자, 피해자 외의 증인도 의사소통 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충분한 목소리를 내지 못
하고 형사사법절차에서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며 더 나아가 피고인이 부당하게 유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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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받는 오판의 우려마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부터 시
작한 진술조력인은 점차로 형사사법절차에서 의사소통 상의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
게로 확대 적용될 것이 요청된다 하겠다.392)

(2) 장애여성 성폭력 규제법의 개선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하여 지속된 처벌 강화의 요구는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규제
법 구조를 점점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현행법에서는 간음 범죄의 주요한 조항만도 크게
강간, 위력간음, 준강간으로 구분되는데 각각은 다시 일반법과 특별법의 이원화된 구조
를 갖고 있다. 간음 범죄는 형법에 따라 강간죄(§297), 심신미약자위력간음죄(§302), 준
강간죄(§299)가 적용될 수 있으나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 따라
법정형이 가중된 조항이 적용된다. 만일 장애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면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할 수도 있다.393) 이렇듯 복잡한 구조와 더불어 잦은 법 개
정으로 인하여 범죄 시점에 따라 친고 여부, 공소시효 등을 적용하는 데 있어 실무상
혼란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394) 여러 차례의 개정으로 인한 변동은 정확한 법 적용을
통하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피해자의 장
애 여부와 행위 수단에 따라 구분하는 현행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과연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근절이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
를 법조의 행위 수단에 따른 구분의 측면, 법정형 차등의 측면, 장애 여부에 따른 구분
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한다.
첫째, 행위수단에 따른 구분의 문제이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장애인강간죄, 장애인
위력간음죄, 장애인준강간죄를 각기 별개의 범죄로 구분하고 있다. 요구되는 피고인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의 정도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장애인강간의 ‘폭행 또는
협박’이 가장 중하고 그 다음이 장애인위력간음의 ‘위력’이며, 마지막이 장애인준강간의

392) 같은 의견으로, 김태경, 윤성우, 서민재 외 “성폭력 범죄피해 아동․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의
한국형 역할모델”, 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21권 제2호, 2013, 209쪽.
393)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따른 법 조항 비교는 <표 1-5>를 참조.
394)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오인하였다가 피해자의 변호사가 정정하여 수사가 재개
되도록 한 사례가 보고되기도 한다. 백미순, 김정혜, 정유석 외, ｢성폭력 범죄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시행평가 연구｣, 과천: 법무부, 2013, 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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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이용’이라 할 수 있다.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
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 또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반
면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유형, 무형의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
서 폭행, 협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장애인준강간은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성립하는 것이고, 유형력의 행사나 해악의 고지를 요하지 않는다. 이
렇듯 구성요건 상의 행위수단은 단계화되어 있다. 그런데 각 사건에서 나타나는 유형력
또는 해악 고지의 정도는, 판결문에 행위 수단이 상세하게 명시되지만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기소된 법조 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다음은 각각 강간(①, ②), 위력
간음(③, ④), 장애인준강간(⑤)의 유죄가 선고된 사건의 범죄사실 중에서 유형력의 행사
및 해악의 고지 부분을 추출한 것이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반항을 억압”하
고 피해자를 추행, 간음하였다. [C-166] (친족관계강간, 친족관계강제추행, 징역 7년 선고)
② 피고인이 밤 10시에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 방에 몰래 들어가 “손목을 잡고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였다. [C-309] (강간,
준강간 등, 단기 2년 장기 2년 6월 선고)
③ “싫다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고 욕을 하며 ‘야, 가만히 있어’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밀어
강제로 벌리게 하고 양다리를 붙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였다. [C-184] (장애인위력
간음, 징역 5년 선고)
④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를 폐창고로 데려가 피해자를 순차적으로 간음한 뒤 폐창고에
서 나오던 중 선후배 관계에 있는 C, D, F를 만나 다시 피해자를 폐창고 안으로 끌고 들
어가 B, D, F는 창문을 통하여 망을 보고 C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
면서 몸을 비틀고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가만히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
음하였다. [C-6장], (장애인위력간음, 피고인 C 징역 3년 선고)
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밥을 사 주겠다”고 말하며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
가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부엌칼을 보여주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해를 가할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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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와 폭행으로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뒤 간음하였다.
[C-299] (장애인준강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장애인준강간을 포함한 5개 사건 모두에서 유형력의 행사와 해악의 고지가 발견된다.
사례들을 비교해보면 강간죄가 적용된 <사건①>에서 사용된 유형력이 가장 경미해보이
고 위력간음죄가 적용된 <사건③>, <사건④>, 장애인준강간죄가 적용된 <사건⑤>에서
더 중한 협박과 물리적 폭력이 드러나고 있다. <사건①>에서 피고인은 때릴 듯한 태도
를 보여 반항을 억압하였을 뿐이고 <사건②>에서는 손목을 잡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여 반항을 억압하였는데 강간죄가 인정되었다.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 <사건③>에서는 험악한 인상을 쓰고 욕설을 하며 크게 소리를 지르고 때릴 듯
위협하였고, <사건④>에서는 이미 강간을 두 차례 당한 피해자를, 직전에 피해자를 강
간한 다른 1명이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3명이 망을 보는 상황에서 죽여
버린다며 협박하여, 강간죄가 적용된 사건보다 다소 강한 강제력이 엿보인다. 장애인준
강간죄가 적용된 <사건⑤>는 흉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고 뺨을 때리기도 했다. 장애인준
강간은 유형력의 행사를 요하지 않고, 강간이 위력간음죄보다 더 중한 폭행 또는 협박을
요하는 각 조항의 구성요건상의 차이와는 반대의 결과이다.
이처럼 장애인위력간음죄가 적용된 사례에서 사용된 유형력이 장애인강간죄에서 사용
된 유형력에 비하여 더 가볍지 않으며, 장애인준강간죄가 적용된 사례에서 장애인강간죄
가 적용된 사례보다 더 강한 폭행, 협박이 나타나고 있다. 가해자의 행위가 서로 유사함
에도 서로 다른 법조가 적용되거나 장애인준강간죄에서 사용된 유형력이 오히려 장애인
강간죄의 사례보다 더 강한 것은, 법 실무상 셋으로 구분되어 있는 법조들이 가해자의
행위수단 측면에서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음을 보여준다.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폭행이
사용되었음에도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된 <사건⑤>는 위력에 의한 간음 및 강간죄에 친
고 요건이 존재하였던 시기에 발생한 범죄였기 때문에, 만일 이 사건이 위력간음 또는
강간으로 기소되었다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있었을 경우에는 공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있었다. 오히려 적용 법조의 선택은 서로 배타적인 구성요건을 갖고 있는 조항에 사건을
적용하는 문제만은 아니며 친고 요건과 공소 유지의 필요성, 법정형, 입증 전략, 구성요
건에 대한 검사 및 법관들의 해석 차이와 같은 요소들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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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친고죄가 폐지됨으로써, 공소 유지의 필요성 때문에 강제력이 사용되었음에도 장애인
준강간죄로 기소하는 사례는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이지만, 강간과 위력간음의 차이는
여전히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간 및 위력간음의 성립을 위하여 요구되는 폭행,
협박과 위력은 개념상 피해자와의 상호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피해자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한 간음은 가벼운 강제
력으로도 저질러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피해자의
저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의 정도는 위력간음죄
에 해당하는 위력의 수준만큼 낮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와 같이 실무상으로는
강간죄가 적용된 사례가 위력간음죄가 적용된 사례와 행위수단에서 유사한 경우가 발생
하고 있기도 하며, 강간죄와 위력간음죄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기 어렵
다.
둘째, 법정형 차등의 문제이다.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강간죄와 장애인준강간죄는 무
기 또는 7년 이상, 장애인위력간음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위력간음죄의 형량이
가장 낮다. 형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강간죄(§297)와 준강간죄(§299), 13세미만의제강간
죄(§305)는 3년 이상, 심신미약자간음죄(§302)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정형의 차등이 어떠한 근거를 갖는지, 타당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있다. 법정형이
범죄 행위의 경중과 행위자의 책임, 범죄에 대한 형벌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결정되
어야 하는 것이라고 보면,395) 장애인준강간이 장애인위력간음보다, 즉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손쉽게 유인하여 간음하는 행위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저항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어야 하는 것인지, 또는 각 유형들
이 행위의 경중이나 행위자의 책임, 형벌의 목적과 기능에 있어 어떻게 구분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장애인준강간죄의 더 높은 법정형은 장애인준강간죄의 피해자가 장애인위력간음죄의
피해자보다 더 취약할 것이라는 가정에는 부합하지만, 사용된 강제력의 정도라는 측면에
서는 그렇지 않다. 더구나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의 객체에 해당되기
위하여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적 장애를

3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3.21. 선고, 99헌바7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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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장애인강간, 장애인위력간음, 장애인
준강간은 객체에서는 차이가 없고 오직 가해자의 행위 수단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측면에서도 현행과 같은 법정형의 차등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굳이 법정형에 차등
을 두어야만 한다면, 행위수단의 차원에서만 볼 때 오히려 위력조차 행사하지 않은 장애
인준강간보다 위력을 행사한 장애인위력간음의 형량이 더 높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정형 차등의 어려움은 법원의 판단이나 다른 입법과의 불일치로도 나타나고 있다. 장
애인준강간죄는 구성요건상 가해자의 강제력을 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력을 사
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들어 심급마다 감경하였던 사
례396)는, 강제력이 사용된 장애인위력간음죄의 법정형을 장애인준강간죄보다 더 낮게 정
해둔 입법자의 선택과는 상반되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 또한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의 태도와는 다르게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강간죄(§7①)와 아동·청소년준강간죄
(§7④), 아동·청소년위계·위력간음죄(§7⑤)의 법정형을 차등 없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강제력을 요하지 않는 장애아동·청소년간음죄(§8①)397)는 3
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더 낮게 정해져 있다. 성범죄 양형기준 또한 장애인강간과
장애인준강간, 장애인위력간음의 양형기준을 동일하게 둠으로써 법정형의 차이를 약화시
키고 있다.
이상과 같이 실무상 행위수단에 따른 적용 법조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고 법정형 차등
화의 타당성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적용 법조가 세분되어 있어서 가해와 피해는 있으
나 범죄는 없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제4장에서 검토하였던 장애인준강간죄의
무죄 사건 중 다수는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의 장애가 중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었다. 법원은 피해자가 원치 않은 성관계였
음을 인정하거나 심지어는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396) [C-82]의 1심은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외에 피해자에 대한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들어 징역 2
년 6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 상해 등 물리적 강제력
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로 감경하였다.
397)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을,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
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강제력이 없어도 성립하는 범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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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된 [C-214]에서도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뒤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먼저 형법이 심신미
약자간음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장애인준강간죄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
여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해자의 지능지수와 지적 연령, 장애 등급, 의사표현 능력, 일
상적 생활 능력, 소득활동,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성행위 당시 피해
자가 거부 표현을 한 사실 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가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성관계의 의미를 알고 있으며, 원치 않는 성관계에 거부 의사
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데 불과
하다고 할 것”이므로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판결문에 나타난 피해자의 경찰, 검찰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을 종합하여 보더
라도 피해자가 원치 않았던 성관계 시도가 있었고 저항이 있었다는 점, 즉 피해자에 대
한 피고인의 성적 폭력이 있었다는 점은 명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어떤 행위로 인하
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까지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는 무죄였다.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심이나 위력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인준강간죄의 유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의 대상이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어야 하므로 법원
은 피해자의 객체 해당성 여부만을 판단한 것이다.
우리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하는 경우를 제
외하면 법원은 기소된 법조항의 유무죄만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적용 법조항이 변
경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심리
도중 법원이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더라도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없이는 새로 발견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
는 범위 내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에는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
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
정할 수 있다.398)

398) 대법원 1996.5.10. 선고, 96도755 판결; 대법원 2001.6.29. 선고, 2001도10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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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장애인준강간죄로 공소 제기된 경우 위력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심신미약자간음죄나 장애인위력간음죄를 직권으로 인정
할 수는 없다.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하급심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심신미
약자간음죄의 유죄를 인정하였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애인준강간과 위력에 의한 간음
이 ‘행위의 객체, 상대방의 상태, 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설령
공판 절차에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대해 어느 정도 심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장의 변경을 요하는 사항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다른 사
실을 인정하지는 아니할 것으로 예상할 것이며 피고인은 심신미약자간음죄에 대응하는
변소와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기회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에 관련하여 심리가
충분하게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
이 초래된다고 하였다.399) 따라서 검사가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피해자
가 항거불능의 상태에는 이르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력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라고 인
정한다면 공소장 변경이 없는 한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400)

399) 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3567 판결.
400) 법관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관의 공소장 변경 요구 의무나 검사
의 복종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298②)고 하여
법관의 공소장 변경 요구를 의무로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변경요구의 상당성 여부는 결국 법
관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학설은 의무설, 재량설, 예외적 의무설이 대립하고 있다.
의무설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법원의 의무를 인정하는 견해이며, 예외적 의무설이란 공소장 변
경 요구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공소장 변경 요구가 없다고 하여 무죄 등
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현저하게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변경요구를 법원의 의무로 보아야 한
다는 견해이다. 재량설은 공소장 변경 요구를 법원의 재량으로 보는 견해로서, 대법원은 재량설의
입장이다. 대법원 1999.2.24. 선고, 99도3003 판결;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 김태
계,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 관한 고찰: 공소장 변경에 대한 학설”,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2008, 112~114쪽;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2007, 396~397
쪽;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제6판, 서울: 홍문사, 2004, 443~444쪽.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
구가 있었을 때 검사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성력설, 권고효설, 명령효설이 대립
한다. 형성력설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에 검사가 불응하는 경우 법원의 요구만으로 공소장 변
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권고효설은 공소장 변경 요구가 권고적 성격만을 가지며
검사의 복종 의무는 없다고 한다. 명령효설은 법원의 공소장 변경 요구가 법원의 소송지휘권에 의
한 결정이므로 검사는 이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배종대, 이상돈, ｢형사소송법｣ 제6판,
2004, 444쪽. 실제 사건에서는 법관이 공소장 변경을 권고하였으나 검사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공소사실 변경 없이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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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별 구성요건의 차이는 피고인의 방어만이 아니라 검사의 입증에도 영향을 준다.
장애여성 성폭력 재판이 피해자의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법조항의
세분은 검사의 입증을 더 어렵게 하는 효과를 초래한다.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하였는지
장애인위력간음죄로 기소하였는지에 따라 피해자의 장애와 능력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달라져야 한다. 장애인위력간음죄를 적용할 때, 검사는 피해자의 장애가 중증임을 입증
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인의 위력이 존재하였고 그로써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었음
을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하였을 경우 검사는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었거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법원이 피
해자의 항거불능을 피해자의 장애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를 보일수록, 검사는
피해자의 능력이 낮다는 취지로 논리를 펼쳐야 한다. 만일 지적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면서 장애인준강간죄로 기소한 이후라면, 피해자 증인신문의
결과 피해자가 저항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고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였
지만 피고인이 위력으로 쉽게 저항을 억압하였다는 취지로 법원이 심증을 형성하였을
경우 기소된 대로의 범죄 입증은 어려워진다. ‘저항할 수 없음’을 주장한 상태에서 ‘저항
하였지만 억압됨’이라는 논리를 덧붙이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이다.401) 기소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검사는, 법원이 ‘위력에 의한 자유의사의 제압’으로 이해한 행위를 피
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이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라야 한다고 보면 범죄는 성립할 수 없다.
이 경우 검사와 법원 양쪽 모두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음’은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 ’범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결국 적용 법조의 세분은 법조마다 범죄의 구성요건을 달리 함으로써 범죄의 증명을
어렵게 하고, 공소장 변경 요구 및 복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와 법관
의 법 해석 차이로 인한 무죄의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법의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셋째, 장애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장애 여부에 따른 법조의 구
분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장애 정도를 재판의 중심에 두도록 한다. 그로
401) 제4장에서 살펴본 [C-1692]에서도 피해자가 과거 성폭력 경험 때문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고 주장하자,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가 저항 행동을 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항거불능을 이용한 간음
이 아니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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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가해자의 행위보다도 피해자의 장애가 전면에 부각되고, 장애 정도가 현저히 중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해석 태도에 따라 범죄 자체의 성립이 위태로워지게 된다. 피해
자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아닌 피해자의 장애가 논점의 핵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내용보다 자기결정 능력이 더 중요하게 다
루어진다. 그래서 피해자의 신체적 통합성의 침해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적용 법조의
구분이 범죄의 성립과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체계는 피해자의 장애와 비장애의 구
분이 피해자들의 구체적 상황보다 저항에 더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이 단지 피해자의 손상 정도에 기대는 것이 아니며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은 가려진다.
더구나 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친고 규정이 폐지된 현 시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비장애인에 대한 범죄와 구분하여 특별 규정으로 두어야 할 실익은 더욱 줄어든
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 위력간음, 준강간은 형법의 해석으로도 대부분 처벌 가능한 것
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처벌법 제정 시에 장애인준강간죄를 규정하였던 것은,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강제력 없이도 간음하는 행위를 준강간으로 처벌하지 않는
법원의 해석 태도 때문이었다. 그로 인하여 신체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준강간죄가 성
폭력처벌법에 가장 먼저 규정되고, 뒤이어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준강간죄, 장애
인강간 및 장애인위력간음죄가 성폭력처벌법에 들어오면서 친고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
고 비장애인에 대한 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이 대폭 상향 조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형법
개정에서 형법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 규정 또한 폐지됨에 따라 현행 성폭력처벌법
상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형법상 범죄에 비하여 법정형의 가중이 가장 큰 의미를 갖는
다고 할 수 있다.402)
그런데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과도한 법정형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특별법 규정으로 두고 매우 높은 법정형을
정한 것은 오히려 장애인을 성폭력에 취약한 집단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약성을
강조하는 효과를 야기한다. 가중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은 취약성의
‘자격’을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없거나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
402) 가중 처벌 외에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 또한 배제되나, 공소시효 문제
는 모든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사안은 아니므로 여기에서는 별론으로 한다. 2007년 형사
소송법 개정 이후 형법상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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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한 번 더 제한함으로써, 특별한 보호의
이유를 장애인 개인의 취약성으로 돌리고 보호 범위는 축소하게 된다. 피해자의 장애를
기준점으로 하여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덜한’ 취약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 범위
에서 벗어나며, 더불어 피해자의 장애 외에 성폭력에 대한 취약성을 야기하는 다른 요인
들의 중요성은 감소된다. 장애인은 더욱 취약하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집단으로 재현
되며, 그와 동시에 비장애인은 보호 필요성이 더 적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집단으
로 추정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장애를 중심으로 적용 법조를 구분하고 장애인 성폭력
범죄 중에서도 또다시 구성요건을 달리하며 세분된 법체계는 가해자의 행위가 아닌 피
해자의 장애를 중심으로 한 판단을 촉진하며 부당한 무죄 판결을 야기하고 실무상 혼란
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으로서,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성폭
력 규제법을 지금보다 더 단순화하고 통합하되 규제의 목적을 재판에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강간죄와 위력간음죄, 준강간죄를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따라 이분한 것은 다시
통합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따라 저항 여부나 정도, 강제력의 여부나 정
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장애는 저항이나 강제력의 차이에서 하나의
요인이 될 뿐이고, 장애가 아닌 다른 요인들 또한 장애와 마찬가지로 저항이나 강제력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가벼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간한 어떤 상황은 피해자의 장애 때
문에 가능해질 수도 있지만, 장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지위나 권력으로도 가
능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구체적 사례에서 사용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그러한
폭행이나 협박이 사용된 정황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문제이
지 장애만을 기준으로 구성요건을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장애를 주요한
요인으로 두지 않음으로써 장애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동
시에 장애 이외의 요인들의 비중을 저평가하고 비장애인에 대한 범죄의 성립을 어렵게
하는 문제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에도 비장애인에 대한 성폭력과 같은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되, 피해자의 장애라는 요소는 구체적 사례의 판단에서 고려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본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을 비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조항으로 통
합할 경우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가중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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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장애인은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서 강간죄
양형의 가중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403) 양형기준의 적절한 반영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범죄를 강력히 처벌한다는 목적 달성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성폭력 범죄의 형량에 대해
서는 재평가가 필요하겠으나, 만일 현행 양형기준상 강간죄 가중 범위의 형량이 너무 낮
다면 양형기준을 조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404)
이에 대해서는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넓은 양형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장애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 중에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중요소가 적용된 사례는 45.8%에 지나지 않았다.405) 또한 성폭력 사건은 구성
요건에서 신빙성 판단까지 법관의 시각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이 매우 많으며 법원
들은 서로 일관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406) 및 이 논문 <표 3-1
9>, <표 3-20>의 자유형 형량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듯 양형기준의 변경 이후 선고형
은 상당히 상승하였다. 2013년 선고 판결의 형량은 2008년에 비해 3년 더 길어졌다. 이
는 2008년 형량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양형기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양형기
준이 실질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준수율 또한 높은 편임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가 정착됨에 따라 양형기준의 적절한 적용이 강화될 것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403)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는 성범죄 양형기준(대법원공고 제2013-2호, 2013.5.13. 일부개정,
2013.6.19. 시행)상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요소이다.
404) 13세 이상 강간죄의 1유형인 일반 강간죄의 가중 영역은 4~7년으로, 장애인강간죄의 감경 영역
과 같다. 다만 2유형인 친족관계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의 가중 영역은 6~9년인데, 청소년강
간 및 청소년위력간음은 2유형에 포섭하므로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2유형에 포섭하도록 한
다면 장애인강간죄의 기본 영역과 같아진다.
405) 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례분석”,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판
례분석 심포지엄｣(미간행), 2014, 109쪽. 피해자가 장애인이거나 아동․청소년임에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요소를 양형에 적용하지 않은 판결 중에는, 이미 범죄의 구성요건에서 피해자가 장애인이
거나 아동․청소년일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임을 이유로 가중한다면 해
당 법조가 적용되는 모든 범죄에서 형이 가중될 것이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포함
되어 있다. 객체가 장애인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범죄에서는 입법자가 객체의 취약
성을 헤아려 법정형을 결정하였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만 장애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 중에서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가중요소가 적용된 사례와 그
렇지 않은 사례의 비율이 거의 같다는 점은 양형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다.
406)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이후 형량 상승에 대해서는 김현석, “양형기준 시행성과와 향후 과제”,
2010, 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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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행 형법의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장애인에 대한 특별 규정만을 삭제할 경우 처
벌의 공백이 더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비장애인에 대하여 폭행,
협박을 이용한 강간과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간만을 범죄로 두고 있고, 위계
나 위력을 이용한 범죄는 극히 일부의 관계에서만 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위계, 위력을
이용한 간음, 위계나 위력이 사용되지 않았거나 그 여부가 불분명한 간음은 범죄 성립의
가능성이 낮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은 심신미약자간음죄로써 위계, 위력을 이용한 간
음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심신미약 상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피
해자의 장애 정도가 다시 문제가 되며, 신체적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위력을 사용한 경
우 법원의 해석에 따라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강간과 심신미약자간음, 준강
간의 구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치 않는 성관계는 존재하지만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통합은, 비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성립 범위를 조정하는 법 개정을 수반하여야 한다. 그 방향은 최협의의 폭행, 협박을 요
하는 강간죄의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비장애인에 대하여도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
립할 수 있도록 하며, 더불어 비동의간음 영역이 처벌 가능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비동의간음의 처벌은 겉으로 드러난 가해자의 강제력이 미약한 사례가 위력에 의한 간
음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
요하다. 비동의간음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면, 피해자의 장애 자체가 매우 중하여 성관
계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할 때에는 준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동의
간음의 판단 문제가 되므로 피해자가 미약한 저항만을 하였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비
동의 의사를 무시하고 간음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써 성폭
력 범죄가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한 성관계’가 아니라 피해자가 ‘원하였던 것이 아닌 성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는 점, 성적 자기‘결정’의 침해이자 신체적 통합성의 침해라는 점
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새로운 체계는 강간의 개념을 확대함으로써
조항의 구분을 가급적 축소하고 가벌성의 차이는 양형의 영역으로 맡기도록 하여, 기소
조항 선택의 문제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문제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변화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성폭력에 대한 남성중심적이고 장애차별적인 해
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법원의 노력이 수반될 때라야 유의미해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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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장애여성 성폭력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는 성폭력에 대한 연구이면서 장애
여성 성폭력에 대한 연구이다. 그간 법학 분야에서 장애여성 성폭력을 주제로 하는 연구
는 드문 편이었다. 최근 증가한 장애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학 연구는 주로 장애여성의
진술 특성 분야에 몰려 있다. 장애여성, 특히 지적장애여성은 아동 성폭력 피해자와 유
사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장애여성의 고유한 경험과 필요가 고려되지 못하고 있고 다만
법적 절차의 참고인이자 증인으로서의 장애여성으로부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할 필
요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그에 비하여 이 연구는 아동과의 유사성에서 출발하
지 않은,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이다. 아동으로부터 출발하여 아
동과 유사한 장애여성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그 결과 장애여성의 경험을 온전히 밝히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여성으로부터 출발하여 비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판단의
문제점을 더욱 도드라지게 하는 효과를 도모하였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지만 법과 법원은 피해자의 장애 여부에 따라 매우 다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장애여
성에 대한 성폭력의 판단을 검토함으로써 비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시각
이 더 잘 드러나게 된다.
또한 이 연구는 판결문에 대한 경험 연구라는 점에서 해석법학적 연구와 차별성을 갖
는다. 법의 객관성과 중립성, 예측가능성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해석법학적 연구에
서처럼 법 개념과 선례의 판단 기준을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판결문에 대한 경험 연구
를 통하여 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양상이 어떠한지, 실제로 하급심 법원들이 어떠한 관
점과 전제에 따라 선행 연구들이 비판하는 ‘좁은 해석’에 이르게 되는지, ‘완화된 해석’
은 어떻게 다른 관점과 전제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장애여성 성폭력 판결문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주의적 경험 연구로서 이 연구는 장애
여성 성폭력 사건의 판단 및 관련 법체계에 있어 성별 권력과 장애차별주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탐구를 하였다는 데서도 다른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여성주의 법학은 배
제된 집단으로서의 여성의 경험을 바탕으로 법을 재구성하고자 노력해왔다. 이 연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되 여성의 관점으로 해석되지 못하고 있는 성폭력의 문제를 여성주
의 법학의 관점으로 접근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여성 또는 장애인이 아닌, ‘장
애여성’의 고유한 정체성과 경험에서 성폭력을 이해하려 한다는 데에서 여성주의 장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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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점의 도입을 시도한 점 또한 이 연구가 갖는 강점이라 할 수 있다.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보고 의료적, 우생학적 차원에서 다루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장애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시작된 것은 1970년대였다. 우리나라에 학문으로서의 장애학이 소개된 것은 최
근의 일이며 여성주의 장애학의 관점에서 수행된 국내 연구는 극히 드물다. 이 연구는
여성주의 장애학의 이론을 충분히 검토하지는 못하였으나, 법학 분야에 여성주의 장애학
의 관점을 도입하였다는 데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반면 이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이 연구는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판
결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정신장애, 자폐성 장애나 신체적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판결의 문제까지 아우르지는 못하였다.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사법적 판단이
갖는 공통점 외에, 지적장애 외의 장애를 가진 여성의 성폭력 경험과 법원의 판단 특성
에 대한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겨 둔다. 또한 이 연구는 양적 분석에서 판결문의 수집
간격을 다소 넓게 설정함으로써 최근 몇 년 사이의 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하지는 못하였
다. 판결의 변화는 최근에 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연구는 1998년 이래로 장애
여성 성폭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서 꾸준히 문제가 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판결문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최근의 변화와 변수에 중점을 두지는 않았다.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의 판단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이 꾸준히 도입되고 있는 바, 최근의 법적 변화와 판결
동향의 상관관계를 검토하는 후속 연구가 요청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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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Court Decision to Sexual
Violence against Disabled Women
Kim, Jeonghye
Department of Law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iews the courts’ judgement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analyse sexual violence law and courts’ decision in mixed
methods research. This thesis analyses criminal decisions sentenced between
1998~2013. With empirical study on the courts’ decisions, this study is trying to
find the status of cases, courts’ judgement factors and courts’ perspectives on the
cases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sexual violence cases increases, the proportion of
provisions is significantly changed and the innocence rate rises. The sentenced penalties rise also but are lower than legal penalties in most cases. By the types of
perpetrators, acquaintance sexual violence cases are sentenced higher criminal penalties than stranger cases. Most perpetrators are acquaintances and the number of
type of acquaintance through online chat rises sharply in recent years. The victim
credibility factor is the largest number of causes of acquittal.
The courts’ 5 key judgement factors on the victims’ disabilities and irresis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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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the victims’ characters, the relationships of victim and perpetrator, the victims’
recognition and attitudes, the perpetrators’ recognition and attitudes, and the circumstances at the trial of sexual violence case against wom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 conviction decisions consider the relationships, the victims’ and perpetrators’ recognition and attitudes, and the circumstances as well as victims’ characters, whereas acquittal decisions concentrate on the victims’ degree of disabilities
and understanding the sexual conduct as the victims’ characters.
In the courts’ judgement of the victim credibility, 6 key factors are consistency,
concreteness and clarity, rule of thumbs, circumstantial evidences, suggestibility and
possibility of false accusation. If the court decide that the victim has just mild impairment, the most important factor is the rule of thumbs that can affect all other
factors.
Finally, this thesis suggests a few strategies for the courts’ judgements and law.
It’s not accord with the purpose of legislation to limit the range of victims to absence of sexual autonomy. The judgement on the degree of the victim’s impairment
should be minimized only to discern the victims with severe disabilities. The victim’s testimony should be evaluated with considering victim’s disabilities well. The
judge has to consider the rule of thumbs reflecting reality of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To strengthen the communication with victims, intermediary system should be improved. Lastly, this study suggests abolishing of
the provisions that classify crimes according to disability, minimizing the subdivision of provisions based on means of behavior, and defining sexual conduct
without consent as crime. Such amendments, must be accompanied by the courts’
efforts to discard patriarchal and ableist interpretation of sexual violence cases.

keywords : rape, sexual violence, disability, feminist jurisprudence, feminist
disability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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